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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현황 및 전망

Scene 01
서울대학교 교수  부 경 진

제1절  세계에너지 현황 및 전망
1)

1. 세계에너지 수급 현황

2013년 세계 1차에너지소비는 세계경제성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3% 증가

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의 증가율 1.8%를 상회하는 것이다. 2013년의 소비증대는 석유

와 석탄, 원자력이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는 지난 10년

간의 평균 증가율 2.5%에 미치지 못하였다. 석유와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발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석에너지는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를 제외하고는 증

가율이 둔화되었다. 석유는 아직도 세계 에너지소비의 32.9%를 차지하면서 주종에너지원

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난 14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OECD)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개도국의 경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도국의 에너지소비가 세계 전체 에너지소비량 증가

분의 80%를 차지하였고, 소비증가율도 3.1%에 육박하였다. 반면 OECD의 에너지소비는 

1.2% 증가에 그쳤다. 미국의 에너지소비증가율(2.9%)이 OECD 의 순 증가율를 대변하였

는데, EU와 일본의 경우 각각 –0.3%와 -0.6%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EU 중 스

페인이 –5%로 물량으로 최대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과 

1) BP 발간 ʻʻ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4ʼʼ 및 IEA 발간 ʻʻWorld Energy 

Outlook 2013ʼʼ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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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소비기기의 효율개선 등에 의한 에너

지효율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성장이 괄목할만한 아태지역이 세계 에너

지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OECD

국가의 비중은 1965년의 70%에서 2012년 44%로 26% 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림 1-1] 세계 1차에너지 수요와 GDP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세계 1차에너지소비 동향을 원별로 보면, 석유는 지금까지도 에너지소비를 주도하여 왔

다. 발전부문에서는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나, 수송부문에서는 견조한 기조를 

이루어 1971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여, 전체 1차에너지 소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도에 31.5%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석유를 능가하는 신장

세를 보였던 에너지원이 석탄과 천연가스이다. 석탄은 발전용 연료로서의 소비가 꾸준히 증

가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 저렴한 발전용 연료를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천연가스는 특별히 기후변화의 

대응이 시급한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용은 물론 도시가스 용의 소비가 급속

히 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원자력발전의 확대도 주목되는 바, 연평균 8.2%의 신장세

를 보였다. 이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와 저탄소화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

된다. 2012년 현재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5.1%로서 계속 확대되

는 추세를 보인다.

가. 비전통 천연가스자원: 셰일가스

비전통 천연가스, 즉, 셰일가스의 출현은 북미의 에너지부문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셰

일가스 붐은 이미 미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중단기적으로 국내 에너지자원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더나아가서 가스 수출국으로 발돔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셰일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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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천연가스 공급과잉의 초래와 더불어 가격이 하락하고 전력도매가격의 하락을 초래하

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말하자면 환경규제로 

인해 노후 석탄화력이 조기퇴진하고 대신 이를 천연가스가 메꿀 것으로 예견된다.

저렴한 대체가스의 공급은 에너지지정학의 판도를 중동과 중국 중심에서 북미로 바꾸는 

한편, 원자력발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의 생산 및 소비 시장의 지리적 재편이 예상되고, 미국의 원자력발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쳐, 이미 4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였고 경제성 및 환경적 이유로 더 많은 수의 원

전이 같은 운명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력발전의 향방?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후유증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에너지정책, 그것도 원자력발전 정책에의 영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원전 폐기 수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

우 신규 건설프로젝트 계획을 파기하였다. 반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는 기존의 대규모 원전

개발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두 개의 원전 입지에 4개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영국은 노령화된 원전을 대체할 몇 개의 제3세대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최근 준공된 제3세대 원전에 추가로 2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신규원전참여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을 발전원 믹스

의 한 축을 담당케 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몇 개의 원전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건설이 방글라데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베트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2. 세계에너지 수요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세계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의해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나, 각국의 정부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IEA의 신규정책시나리오

(New Policies Scenario)2)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가 33% 증

가하여 17,400 백만 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수요는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모두 

2) IEA의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2013) 보고서의 기준 사나리오임. 이 시나리

오는 기존 정책과 수단들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공표는 하였으나 아직 발효하지 않는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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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석유는 13%, 석탄은 17%, 천연가스는 48%, 원자력은 66%, 재생에너지는 77%, 

이에 따라 CO2 배출도 27% 증가하여 37.2 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정책시나리오

에서는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더욱 높아 2011년에 비해 4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201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인

다. 450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낮아지고 2035년까지 14% 증가에 그친다. 

이는 과거 추세에 비추어 아주 어려운 과제이자 크나큰 도전이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수요 

가운데 차지하는 非 OECD의 비중이 2000년의 45%에서 2011년에 57%로 늘었고 2020년에 

가서는 60%로, 그리고 2035년에 이르러서는 66%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림 1-2] 세계 1차에너지 수요와 CO2 배출 시나리오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화석연료는 2011년 1차에너지수요의 82%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하락한다 (신정책시나리오에서는 76%, 현정책시나리오에서는 80%, 450시

나리오에서는 64% 까지). 미래 에너지트렌드는 연료별로 다르게 전개된다. 천연가스 수요

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고 신정책시나리오에서의 절대량도 다른 연료를 능가한다. 상

대적으로 풍부한 매장량, 연료형태의 유연성, 낮은 수준의 공해물질 배출에 따라 비교적 수

요전망이 밝은 편이다. 반면, 석탄 수요는 상이한 정책경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 

현정책시나리오에서 최대 44% 만큼 증가하나 450시나리오에서는 최대 33%까지 하락한

다. 현정책시나리오에서의 석탄은 2020년초반에 석유를 능가하여 에너지믹스에서 최대 비

중을 차지하나 450시나리오에서의 석탄수요는 2020년 중반에 천연가스의 비중을 밑돌 것

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요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공급원의 

출현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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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경우 2011년 현재 에너지믹스에서 13%로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나 2035

년에 이르러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중이 큰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책시나리오

에서는 75%, 현정책시나리오에서는 60%, 450시나리오에서는 125% 이상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을 포함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책 전개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 등의 이슈를 해결한 방안으로 추가적으로 

도입될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450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수력에 대한 전망은 시나리오에 따라 엇갈린다. 시나리오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바

이오에너지와 기타 재생에너지원, 즉, 초기투자비가 고비용으로서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

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정책시나리오에서 25% 증가, 신정책시나리오에서는 40% 증가, 450시나리오

에서는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1-3] 시나리오별 세계 1차에너지수요 변화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현행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탈피하여 2℃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

고 있다. 에너지부문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2/3 이상에 기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IEA

는 에너지소비에 연계된 CO2 배출을 매년 1.2% 증가하여 2035년에는 CO2 배출량이 31.5 

Gt에 이를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에 아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035년에 이르러 글로벌 에너지 연계 CO2의 배출은 신정책시나리오에서 37.2 Gt, 현

정책시나리오에서 43.1 Gt에 달하나, 450시나리오에서는 21.6 Gt으로 감소한다. 추가적

인 정책이 없다는 현정책시나리오에서의 CO2 배출은 450시나리오에 비해 2배 정도로 나타

났다. 반면 공표된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전제로 하는 신정책시나리오에서 거의 30% 정도

의 배출량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 안정화 온도 2℃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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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나리오별 세계 1차에너지수요 및 CO2 배출 전망

구  분 2000 2011
신정책시나리오 현정책시나리오 450 시나리오

2020 2035 2020 2035 2020 2035

석  탄 2,357 3,773 4,202 4,428 4,483 5,435 3,715 2,533

석  유 3,664 4,108 4,470 4,661 4,546 5,094 4,264 3,577

가  스 2,073 2,787 3,273 4,119 3,335 4,369 3,148 3,357

원자력 676 674 886 1,119 866 1,020 924 1,521

수  력 225 300 392 501 379 471 401 550

바이오에너지 1,016 1,300 1,493 1,847 1,472 1,729 1,522 2,205

기타 재생에너지 60 127 309 711 278 528 342 1,104

총계 10,071 13,070 15,025 17,387 15,359 18,646 14,316 14,908

화석연료 비중 80% 82% 80% 76% 80% 80% 78% 64%

비 OECD 비중 45% 57% 61% 66% 61% 66% 60% 64%

CO2 배출(Gt) 23.7 31.2 34.6 37.2 36.1 43.1 3.7 261

* 재래식 및 현대식 바이오매스 사용

** 국제벙커링은 제외
***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3. 에너지정책에의 시사점

개도국을 중심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경제권이 글로벌 순 에너지성장의 90% 이상을 차지

한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지역의 에너지수요 신장을 중국이 견인하였다면, 앞으로는 견인

축이 인도로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도 주요 에너지소비처로 등장하면서 가스수요가 OECD 전체수요를 능가하고 있다: 중동지

역은 2020년에 이르러 세계 제 2위의 가스소비처, 203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제3위의 석

유소비처로 부상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 

전력수요의 경우 다른 형태의 최종에너지보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발전원으로서의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최대 발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석탄

-가스 가격경쟁은 지역별로 이슈로 등장한다. 새로이 건설되는 발전설비의 반 이상이 재생

에너지발전에 의한 것으로 2035년에 이르러 총 발전량 중 3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는 상대적 산업경쟁력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것이다. 

석유수요는 수송부문과 석유화학산업의 주도로 2011년 87mb/d에서 2035년 101 

mb/d로 증대될 전망이다. 증가분 중의 1/3은 아시아 도로화물수송이 차지할 것이다.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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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원료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석유제품 수

요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디젤과 나프타, 등유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정유설비

는 2035년까지 13md/d 만큼 늘어날 것이나 지역에 따라서 유휴시설도 덩달아 늘어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 OPEC 석유공급이 최근 10년간의 순 석유수요 증가분을 충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

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 OPEC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5년부터 

2030년대 초반까지 최대 석유생산국으로 발돋음할 것으로 보이며, 경질 타이트오일 공급

과 에너지효율정책으로 해외로부터의 석유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 브라

질은 이미 주요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하여 2035년에 이르러 글로벌 석유공급 증가분의 1/3

을 담당할 것이다. 중국은 2030년에 이르러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과 수입국으로 등장할 것

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처로 남아 있을 것이고 2035년에 2010년 

소비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조금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2012년에 5,440억불에 이르

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1,010억불에 이르 다. 2011

년도에 거의 13억 명의 인구가 전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고, 26억 이상의 인구가 취사연

료로 재래식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의 95% 이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그리고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4. 에너지기술의 미래

IEA의 ʻʻ에너지기술전망 205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50)ʼʼ보고서(2014)

에 따르면 3가지 에너지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2050년까지 지구표면의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6℃와 4℃, 2℃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6DS, 4DS, 2DS

로 설정하였다. 사실 6DS의 경우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 기술의 비용과 성과에 아무런 진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050년에 

이르러 1차에너지소비가 70% 늘어나고, 75%가 화석에너지로 공급된다는 전망이다. 4DS 

시나리오는 제안된 정책을 거의 모두 추진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4DS 시나리오에서의 에너지수요는 50% 증가하고 1차에너지원으로 재생에

너지원의 상당부분을 공급하지만 화석연료가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그러나 전략적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한다면 2DS 시나리오는 에너지수요 증가를 25%

로 낮출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2050년에 이르러 재생에

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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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글로벌 1차에너지공급 전망 
자료: IEA, 2014.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50.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가까이를 에너지부문이 기여하였다. 모든 부문에 걸쳐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하는 강한 정책의지와 실무적인 노력이 강구되며, 이는 특히 2DS 

시나리오에서 배출량의 40%를 담당하는 발전부문에서 특히 더 요구된다 하겠다. 단 하나의 기

술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기술과 원이 포트폴리오를 이루어 추진

되어야만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6DS와 2DS의 GHG배출저감을 위한 부문별 및 기술별 기여도
자료: IEA, 2014. Technology Perspective 2050.

2DS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4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시스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산업부문에서의 기초원료 공급 및 대규모 공정에너지원 공급, 수송부문에서의 바이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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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공급한계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대량보급에 따른 화석연료의 공급, 그리고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저렴한 발전원으로서의 석탄 

및 가스의 역할은 복합발전(IGCC) 및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은 청정연료기술의 발달로 

상당부문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림 1-6] 2050년 2DS 시나리오에서의 에너지시스템의 전환
자료: IEA, 2014.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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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1. 재생에너지 현황

재생에너지는 현재 글로벌에너지 믹스에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발전부문에

서 그리고 강력한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추세에 힘입어 2012년 현재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최종에너지 소비 중 19%를 차지한 것으

로 조사되었고, 2013년에 들어서도 계속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

지가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9%는 재래식 바이오매스가 채우고 있다. 현대 재생에너지 이용

은 4대 시장, 즉, 발전용, 냉난방용, 수소용연료, 농촌의 독립형 에너지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최종에너지 중 4.2%이고 수력이 3.8%, 

나머지 2% 정도가 풍력과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 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2012)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재생에너지는 새롭고 다양한 도전과 기

회에 직면해 있다. 2013년 재생에너지는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서의 정책지원의 축소와 미래

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전력망 접속 제한, 일부 국가들의 전력사들의 경쟁심

화에 따른 우려표명,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지속 등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 투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되었으며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재생에너지 활동범위가 몇몇 선진국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전개되

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가격하락, 혁신적 금융메카니즘에 힘입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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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처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제 재생에너지는 많

은 국가들에게 현재와 미래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이 더욱 더 글로벌화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비즈니스 모델 시도, 제품의 다양

화,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재생에너지원, 특히, 태양광발전과 풍력

발전 산업이 파산과 M&A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2013년 말에 이르러 비즈니스 환경

이 개선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표 1-2> 2013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상위 5개국)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발전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진전이 두드러졌는데, 2013년 발전용량 신설이 1,560GW를 초

과하여 전년대비 8% 증가하였다. 수력이 4% 증가하여 1,000GW의 설비증설이 이루어 졌고, 나

머지 재생에너지 발전이 560GW의 순 증가로 17%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상 최초로 태양광

발전의 용량증설이 풍력발전을 능가하기에 이르 고, 대략 각각 신규설비의 1/3씩 차지하였다. 

태양광발전은 빠른 속도로 신규설비 증설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연간증가율은 55%을 기록

하였다. 풍력발전은 같은 기간동안 대부분의 신규누적용량을 차지하였다. 2013년에 재생에너지

는 글로벌 신규발전설비의 56%를 담당함으로써 드디어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발

전의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주요 에너지 수요업체들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많은 에너지공급업자

와 대규모 수요자들이 야심찬 목표를 수립, 스스로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아니

면 재생에너지발전업자와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중국과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이 설비용량의 면에서 세계 상위 5개국으

로 있고, 수력을 제외한 설비용량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 독일이 여전히 상위권이고 스페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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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리, 인디아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세계 20위권 가운데 

덴마크가 단위 인구 당 설비용량 세계 제1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루과이와 모리셔스, 코

스타리카 등 개도국들이 GDP 대비 재생에너지에의 투자비율이 높은 국가들로서 보고되고 있다.

[그림 1-8]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세계, EU-28, BRICS 및 상위 6개국 (수력 제외)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표 1-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013년말 기준)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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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부문에서는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용 연료로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난방에서의 냉난방용 재생에너지 투입, 건물개조시 재생에너지 이용, 산업 

공정용 재생에너지 열이용 증대 등이 확인된다. 최신식 바이오매스 연소, 태양열, 지열은 

아직 소규모이나 세계 전체 열수요의 비중(10% 정도 추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신

식 재생에너지원의 열이용 기술은 풍부한 공급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한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열이용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의해 비용경쟁적이 되고는 있으나 아

직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 현재까지 35개국만이 재생에너지 열 보급

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들어 바이오연료의 소비증가는 일정치 않다. 그러나 2013년의 생산과 소비는 늘어

났다. 액체 바이오연료 이외의 다른 재생에너지연료가 수송부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2013년에는 가스 바이오연료(주로 바이오메탄)와 하이브리드형(바이오디젤-천연가스 버

스, 전기-디젤 자동차)의 사용이 늘어났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도시와 지역사회 차원

에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송수단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 재생에너지 전망

IEA 최신 보고서 ʻʻ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3년 판에 의하

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

지전망의 핵심인 신정책시나리오에서는 1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11년 

13%에서 2035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450시나리오에서는 

26%로 전망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모든 국가가 새롭게 저탄소 

녹색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는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정책을 유

지하는 현정책시나리오의 경우 보급전망은 15%로 2011년의 실적 13%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표 1-4>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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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그림 1-9] 1차에너지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중(신정책시나리오: 2011-2035)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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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준 시나리오인 신정책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

력은 2011년에서 2035년까지 7,000TWh가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재

생에너지는 2015년까지 신규발전원 중 2번째로 규모가 큰 위치를 점하고 그 이후로 수력발

전과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광발전의 확대에 힘입어 2035년에 이르러 1차에너지 공급

에서 석탄에 근접하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발전의 2/3 가까이가 비 

OECD국가에서 발생할 것이고, 중국에서의 증가분은 EU와 미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0]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 (신정책시나리오)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바이오연료 소비는 2011년 1.2 mboe에서 2035년 4.1 mboe로 증가하여 도로수송 연료

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에상된다. 미국과 브라질, EU, 중국이 세계 총 바이오연료 수요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 바이오연료는 재래식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2020년 이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2035년에 이르러 보

급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기 보급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2035년까지 누적 

6.5조 달러 상당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중 5%만이 바이오연료에 투자되며, 나머지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증설에 62%가 투자될 것이다. 또한 2,600억달러에 상당하는 투자가 송배

전망을 재생에너지 접속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건설에 투입될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증설은 발전시장과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쳐,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구도와 발전시

장의 디자인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은 전력도매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며, 더 많은 

비용저감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보조금 공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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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2012년에 1,010억 달러로서 2011년에 비해 11% 상승한 수치이

다. 이 중 60% 가까이가 EU에서 지급되었다. 세계 전체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35년에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보급정책 지원에 힘입어 풍력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비용경쟁력을 확보했고, 태양광의 경우 일부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그림 1-1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투자비(누적, 신정책시나리오)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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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 및 주요국의 정책동향

Scene 02
서울대학교 교수  부 경 진

제1절  재생에너지 원별 시장 및 산업 현황
3)

지난 수년간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왔고, 태양광발전과 풍

력과 같은 몇몇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2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재

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부분이 발전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견인한 에너지원이 태양

광발전과 풍력, 수력이었다. 냉난방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도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세계 

최종에너지의 열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연료인 바이오연료(에

탄올 및 바이오디젤)의 보급도 최근 2-3년에 겪었던 공급장애의 고비를 넘기고 2013년에 

들어와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재생에너지 원별로 시장 및 산업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태양광발전(Solar PVs)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의 연간 시장 성장률은 전 세계 전력발전 기술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총 누적 설치용량은 대략 2004년 

3) REN21 발간 ʻʻ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ʼʼ 및 ʻʻ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ʼʼ을 기초하여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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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GW에서 2013년 말 139GW로 대폭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9.7GW, 

39GW가 증가함으로써 단 2년동안 이전의 누적 설비용량을 능가하였다. 국별로 보면 중국

과 일본 미국이 상위 3개국을 차지하고 있고, 드디어 아시아 지역의 설비용량이 유럽을 앞

지르면서 유럽의 감소물량을 대체하기에 이르 다. 

상업용 및 발전용 태양광발전 보급도 2013년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주택용 

또한 보급이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도로 추진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도 호

주와 일본, 영국, 태국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의 지원 하에 여러 가

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등장하고 있다.4) 

이러한 보급 확산은 다분히 태양광 발전의 비용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대급부로 비용

하락이 보급을 부추기는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발전비용은 지난 30

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이는 19.3%의 학습비율(learning experience or 

learning ratio: 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은 19.3% 하락)로 나타났다. 제조공정의 확

대 및 개발노력에 의한 실적과 가격 개선 전망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

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12] 세계 태양광발전 설비누적용량 (2004-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4)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태양정원(community solar garde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투자자들

이 관할지역 전력사에게 태양광발전 전력을 매도하여 대신 월단위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정부는 RPS 제도 하에 태양광 carve-outs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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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증설 및 연간투자 추이 (2004-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그림 1-14] 태양광발전 누적 및 추가 설비용량 (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을 통해 PV 붐 현상과 PV 버블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PV는 상당히 모듈화가 되어있고, 설치가 쉽고 빠르며,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다.

▪ PV 투자는 개별적인 녹색투자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또는 금융상품으로 판매되기

도 한다. 수 십만의 개인사업자가 PV 프로젝트를 통해 7~9%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 PV는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고, 위험 부담이 없으며, 녹색 투자수단으로써 상업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 일부 국가에서의 PV는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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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침체 이후 태양광발전 시장은 2013년에 들어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모듈가격도 중국과 일본, 미국의 수요 신장

에 힘입어 안정수준에 이르 고 동시에 모듈생산비도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대량생산에 의

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업계가 목표했던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서 2013년 제조단가가 

0.5달러/W까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으나 실제 설

비증설은 상당량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0년간 모듈생산은 미국으로부터 일본과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수요급증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2013년 아시

아지역의 모듈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87%를 차지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더욱 떨어져 

각각 9%와 2.6%에 머물게 되었다. 

기술혁신과 제품 차별화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성공적인 제조업체들은 프로젝트 개

발과 운영, 관리 분야로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개발

과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전력사와 화석연료기업과 협력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기타 전통에너지 또는 비에너지 회사들, 예컨대 공공 및 민간 

도로운영회사들도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도 개발사업 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이다. 기존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한 인수합병이 최근들어 글로벌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데, 이는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순수 투자기업들 사이에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고조에 기인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 금융메카니즘이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태동하여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대여(lease) 사업형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중남미에서 출현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장기매매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력도매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업적 태양광 발전소가 칠레와 멕시코에서 세워지고 있다.

2. 태양열발전 (Concentrating Solar Thermal Power: CSP)

태양열발전(Concentrating Solar Thermal Power: CSP)은 2012년 기록적인 성장을 

한뒤 2013년에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태양열발전 총 누적 설치용량은 대략 2004년 

340MW에서 2013년에 3.4GW에 이르러 설비용량이 10배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2013

년까지 최근 5년간의 설비용량 증설분이 총 누적설비용량의 50%를 차지할 정도이다. 2013

년도에도 0.9GW의 설비증설을 이루어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미국과 스페인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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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3년에 CSP 시장을 주도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375MW를 증설하였으며, 

0.9GW 설비가 운전 중이고 추가로 1GW가 건설 중이다. 최근 준공된 아리조나 주 소재 

Solana 발전소가 250MW 규모로 세계 최대 CSP 발전소이다. 또한 동 발전소는 CSP발전

시설에 미국 최초로 열저장 장비를 장착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누적설비용량에서 세계 1위

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에도 350MW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여 총 2.3GW에 이른다. 

2013년에 CSP는 신규시장 개발을 위해,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으로 뻗어나가

고 있다. 현재 남아공이 가장 활발히 프로젝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웃 나라인 나미비아

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6억달러 상당의 자금이 알제리아,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모로

코, 튀니지에 총 1GW 규모의 CSP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다. 2014년초 모로코에 

160MW급, 이집트에 100MW급 CSP 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중동에서는 쿠웨이

트에서 50MW급 CSP 발전소가 2016년에 준공되어 가동될 예정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1,090억달러를 투자, 5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바, 이중 25GW가 

CSP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도 2014년에 121MW급의 CSP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총 

250MW의 CSP 발전단지를 네게브(Negev) 사막에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제시된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전 세계 CSP 설치용량

은 2016년에 7.4GW를 초과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구유형(trough)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타워형(Solar Tower) CSP가 운영 중이며, 다른 것들은 현재 

개발 중이다. 다수의 접시형 스털링엔진 (Dish Stirling)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그림 1-15] 태양열발전(CSP) 설비용량 (국별/지역별: 2004-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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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CSP 발전의 대형화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발전단가의 하락은 운전

온도의 고온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CSP 비용은 발전시스템 디자인 

개선과 장비 및 시설 개선, 그리고 건설기술 향상에 의해 낮출 수 있다. 이와더불어 하이브

리드 CSP 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개발과 재래식 발전소에 CSP를 통한 증기발생기를 부착하

는 연구가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다.

3. 태양열 냉난방 (Solar Thermal Heating and Cooling)5)

태양열 냉난방 기술은 많은 국가들에서 온수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는데, 최근에는 

실내 냉난방용으로, 더 나아가서 산업공정열 공급으로도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상당

한 태양자원 잠재성을 보유한 중국, 이스라엘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지속적인 인센

티브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태양열 온수(solar water heating: SWH) 시스템에 대한 시

장점유율이 높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태양열 집열기는 2012년 말 현재 설비용량이 283.4GWth에 이른

다. 2012년에만 55.4GWth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태양열집열기 설치GWth용량이 

170.8GWth (64% 비중)에 이르는 중국이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최대 설치국가이

다. 중국은 2012년 세계 총 설비증설의 86% (46.2GWth)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였

다. 다른 주요 시장은 터키와 인도, 브라질, 독일 등이고 누적 설비용량으로는 미국과 독일, 

터키, 브라질이 상위 5개국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세계적으로 57.1GWth 규모의 

설비용량이 추가되어, 총 누적 설비용량이 330GWth에 이른다. 중국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

여 46.2GWth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총 설비용량은 217GWth에 이르 다.

유럽연합(EU-28)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태양열이용기술의 다양한 이용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유럽의 총 운전설비용량은 30.2GWth에 이르 으나 지난 4년간 시장 점유율

이 하락하여 왔다. 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수요국들에서 태양열이용에 대

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만을 놓고 보

면 2013년에 0.7GWth를 추가하여 총 설비용량이 12.3GWth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11%나 감소한 것이다.

중남미의 경우도 태양열이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브라질의 시장이 2배

로 성장하였고, 2013년에만 1GWth를 추가하여 총 설비용량이 7GWth에 이르 다. 이는 

5) 자료 : IEA, SOLAR HEAT WORLDWIDE 201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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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건물규제와 사회주택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태양열냉난방이용이 경제성을 확보

하게 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에서도 시장의 규모는 작으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와 일본이 제법 큰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2013

년에 인도는 0,9GWth를 추가하여 총 5.2GWth의 설비용량을 갖추었다. 일본시장은 2012

년과 2013년에 안정세를 유지하여 연간 0.1GWth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대체하는데도 모자란 규모이다. 태국도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료비 상승

에 따라 지난 5년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2013년에는 

28%의 시장축소를 보였다.

터키와 미국, 호주는 계속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다. 2012년에 터키는 1.1GWth 설비

를 추가하여 총 설비용량이 10.8GWth에 도달하여, 세계 제4위의 보급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다음의 순위를 지키고 있다. 2012년 0.7GWth를 추가하여 총 설비용량

은 14.3GWth에 이른다. 미국 일부 주에서 RPS에서 태양열 카브-아우트(solar thermal 

carve-out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RPS 의무량을 태양열난방시스템

으로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호주는 2012년에 0.6GWth를 추가하여 총 5.1 

GWth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요르단과 레바논이 뒤쫓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집트, 모잠비크, 튀니지, 짐바브웨, 남아공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의 시장창출은 표준규격의 미비로 인한 불량제품 및 불량시공의 사

례가 빈번하여 태양열 이용시설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림 1-16] 태양열 온수집열판 설비용량의 분포도 (상위 10개국: 2012년)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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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태양열 온수집열판 추가설비 (상위 10개국: 2012년)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그림 1-18] 태양열 온수집열판 설비용량 (2000-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4. 풍력발전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2009년 이후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2009년부터 풍력발전은 바이오매스를 제치고 재생에너지원(수력 

제외) 중 생산량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연간 25.3% 증가율을 보이며 19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3년에는 35GW를 추가하여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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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0.2% 증가한 누적설비용량 318GW에 이르 다. 지난 몇해 동안의 기록적인 성장을 

한 이후 풍력발전 시장은 2012년에 들어와 전년대비 거의 10GW 축소되었다. 상위 10개국

의 시장점유율이 85%에 이르러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역동성을 보이며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85개국에서 상업적 풍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적어도 71개국에서 10MW규모 이상의 설비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19]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 (2000-2013)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2000년들어 최초 5년간은 독일, 스페인, 미국 등에서 대부분의 발전량과 설치용량을 보

유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풍력에너지의 대량 보급이 시작된 2005년부터 이러한 상황은 바

뀌기 시작했다. 지난 6년간 아시아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추가 설비용량의 52%를 차지하였

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32%로 EU가 그리고 8% 미만으로 북미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중국은 16.1GW를 설치하여, 총 누적 설비용량이 91.4GW에 이르러 세계 어느 국

가보다도 많은 풍력 터빈을 보급했다. 그 뒤를 독일과 영국, 인도, 캐나다가 뒤쫓고 있고, 기

타 상위 10개국 그룹에 미국과 브라질,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가 뒤따르고 있다. 최근 새

로운 시장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출현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경우 시장

점유률이 4.5%로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재생에너지 산업 및 주요국의 정책동향

[그림 1-20]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 및 추가분 (세계 상위 10개국: 2013년)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풍력에너지는 신뢰성이 있고, 가격 절감의 잠재성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청정에너지이다. 

학습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제외하고, 시장에 진입 중인 아시아지역 생산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터빈 가격의 인하 압력이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진보와 업체간 경쟁에 

의해 풍력발전의 투자비용이 하락하여 왔다. 기술진보의 면에서는 타워 및 터빈의 대형화, 

저풍속 대응 엔진의 소형화 등으로 이용률(capacity factor)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기

술혁신과 비용저감으로 풍력발전은 화력발전과 경쟁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육상풍력은 현재 가스화력 및 청정석탄화력과 비용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고, 발전비용 

보조메카니즘이 없어도 자생력을 보유한 수준에 이르 다. 반면 해상풍력은 비용이 상승하

는 추세이다. 이는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 풍차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상풍력의 경우 아직은 육상풍력에 비해 보급규모가 작은 편이나 현재 급속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 1.6GW 설비증설이 이루어져 총 설비용량이 14개국에서 

7GW에 이른다. 

해상 및 육상 풍력의 주요 고객은 독립계 발전사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와 에너지공익사업자(energy utilities)이며 앞으로도 시장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그러나 다른 에너지부문에서도 풍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2013년에도 많

은 대형 기업이 풍력발전전력과 풍력터빈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호주와 캐나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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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에너지는 발전된 기술로, 전 세계에 안정적인 시장이 산재해 있으며, 세계화된 제조

업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풍력터빈 제조업체가 중국과 덴마크, 독일, 인도, 스페인, 

미국, 일본에 있고, 부품업체는 많은 국가에 산재해 있다. 2013년도 세계 상위 10위권 업체

들이 시장의 77%를 과점하고 있고, 이 가운데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기타 중국계 풍력제조회사가 선두 10위권에 대거 진입해있다.

[그림 1-21] 세계 상위 10개 풍력터빈 제조업체의 시장분점 (2013년)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풍력발전이 대량 공급될 때 발생하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상존해 있다. (i) 기후로 인한 

공급 변동성은 풍력발전의 전력시스템 연계의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ii) 사회

적 합의와 환경에 관한 문제가 풍력의 보급을 방해할 수 있다. (iii) 특히 미국에서, 저렴한 

비전통 가스가 부상함으로써 중기 기후변화대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저비용의 기회를 제

공하고,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풍력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중 ․ 단
기적으로 전 세계 전력생산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드 통합, 법적 불확실성, 행정적 난관, 환경에 관한 문제 등 비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인

해 목표로 설정한 보급량과 보급률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난방부문 및 발전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다. 수송용 및 보일러용 액체 및 기체 바이오연료의 생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 총 바이오에너지 이용량의 약 60%가 땔감나무, 숯, 농업부산물, 축산폐기물 등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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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바이오매스이다. 나머지 40%가 현대식 장비와 시설을 통해 사용된다. 현대식 바이오에

너지의 자원은 가축분뇨와 연료용 재배식물 및 해조류로서 가공 및 에너지전환 과정을 통해 

조명과 통신, 냉난방,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는 56.6 EJ를 생산하여 1차에너지공급의 10%를 

차지하였다. 현대식 바이오에너지 비중 산정에는 건물난방용 및 산업용 연료 13EJ와 더불

어 수송용 바이오연료 5 EJ6)가 포함된다. 거의 비슷한 양의 바이오에너지가 405TWh7)의 

발전용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에 투입되어 유용한 열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열 및 전력생산 가격은 기술과 운영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 유형, 

바이오매스 원료의 이용가능 여부와 가격 그리고 에너지 수요의 패턴에 의존적이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의 많은 핵심요소(보일러 등)

는 매우 잘 개발되어있고, 가격 절감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비용효과적인 설계

와 발전소 규격화를 통한 전체적 프로젝트 비용 절감 가능성은 아직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잠재력은 연료원의 지속공급 가능성과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적절한 폐기물, 에너지 작물을 비롯한 기타 잠재적인 연료원의 공급 가능

성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바이오에너지 공급잠재량은 식량생산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충분하지만, 토지사용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 바이오에너지-열

고체와 액체, 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의 연소를 통해 고온(200-400℃)의 열을 산업현장과 

지역난방시설, 농업가공시설에로 공급되거나 아니면 100이하의 열로 건조시설이나 온수급

탕용으로 가정 또는 산업현장, 그리고 개별 건물난방용으로 보낸다. 2013년에 대략 3 

GWth의 신규 바이오매스 열공급 설비가 설치되어 총 누적 설비용량은 296GWth에 이른

다. 유럽이 세계 최대 바이오매스 소비지역이다. 소형 보일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소비

도 크게 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13년 소형 보일러 보급은 8백만개에 이르며 기타 땔나

무 스토브와 조리기구, 난로가 매년 185만개씩 팔리고 있으며 누적 갯수는 2013년 현재 5

천 5백만개에 이른다. EU가 세계 최대 목재펠릿 소비지역으로 2013년에만 1천 5백만 톤이 

소비되었고, 대부분이 주택용이다. 북미에서의 소비도 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목재펠릿

의 최대 소비지는 북동지역이다.

6) 약 1,160억 ℓ로서 60%의 에너지전환효율로 계산

7) 약 30%의 발전효율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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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목재칩의 전 세계 생산량 (국별 및 지역별: 2013년)
자료: REN21. 2014.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바이오가스 또한 열생산 원료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바이오가스가 

CHP 시설에서 주종 연료로 이용된다. 대규모 바이오가스 열공급시설들이 아시아와 아프리

카에서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산업공정열로 공급된다. 바이오가스는 또한 소형의 

마을 단위 소화기를 통해 생산되거나 직접 태워서 난방열이나 취사에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중국과 인도, 네팔, 르완다 등 개도국에서 도입되는 방식이다.

나. 바이오에너지- 전력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은 주로 고체 바이오매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에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는 88GW에 도달, 

405T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24%를 차지하며, 석탄과 바이오매

스의 혼합연소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규모 전력생산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이 세계 1위이고 독일과 중국, 브라질순으로 뒤쫓고 있다. 기타 상

위권 국가로는 인도와 영국, 이태리, 스웨덴이 있다.

국제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목재펠릿의 대부분이 발전용 연료로 쓰인다. EU에서는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발전용 목재펠릿의 수요

를 충당하기 위해 목재펠릿의 수입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EU는 2013년에 6백 4십

만톤의 목재펠릿을 수입한 바 있다. 수입물량의 약 75%가 북미로부터 왔으며, 나머지는 러

시아와 동유럽에서 운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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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동향8)

1. 미국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미국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2,265.8 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2.6% 증가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로 3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가 29.6%의 비중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로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석유, 가스, 수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

다. 2013년 미국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소비량에 비해 15.8% 증가한 58.6 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5> 미국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831.0
(36.7%)

671.0
(29.6%)

455.7
(20.1%)

187.9
(8.3%)

61.5
(2.7%)

58.6
(2.6%)

2,265.8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미국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전기 564,585GWh, 열 51,602TJ로 추정된다. 

2013년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량은 2012년도에 비해 3.2%, 열 생산량은 15.9%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전기 부문에 대해서는 수력의 비중이 51.5%로 가장 높으며, 풍력이 30.0%

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 태양

열로 21.8%의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수력 및 폐기물 발전량은 감소할 것

으로 보이며, 특히 폐기물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22.6% 감소하여 그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열 부문에 대해서는 2012년에 비해 바이오연료 열 생산량은 24.6% 증가한 반면, 

폐기물 열 생산량 증가는 0.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8) 제4절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은 IEA자료, 외교통상부 자료, 원별 협회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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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미국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3년 추정치)

전기 생산량
[단위: GWh]

열 생산량*
[단위: TJ]

수력 290,760 (51.5%) - (0.0%)

지열 18,187 (3.2%) - (0.0%)

태양광 ․ 태양열 12,219 (2.2%) - (0.0%)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 (0.0%) - (0.0%)

풍력 169,537 (30.0%) - (0.0%)

폐기물 18,184 (3.2%) 15,812 (30.6%)

바이오연료 55,748 (9.9%) 35,790 (69.4%)

합계 564,585 (100.0%) 51,602 (100.0%)

* 전환 부문 열 생산량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1974년 ʻʻSolar Heating and cooling Demonstration Actʼʼ를 발표한 이래 미국은 40

여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보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가장 최근의 정책 변화는 2009년 

발효된 ʻʻ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ʼʼ이다. ARRA는 경기 침체

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 발표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경기 부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연구 분야에 총 27.2 십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

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구 ․ 개발 및 보급 관련해서 총 5개의 정책 프로그램에 8.9 십억 달

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림 1-23] 미국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US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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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ARRA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프로그램 및 예산(2009~2019)

정책 프로그램 투입예산

재생에너지 전력 송 ․ 배전 기술개발 6십억 달러

바이오연료 연구, 개발 및 보급 800백만 달러

지열 기술개발 500백만 달러

풍력,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90백만 달러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 개발 및 보급 115백만 달러

연료전지 기술 보급 지원 42백만 달러

합     계 약 8.9십억 달러

미국은 연방 수준(federal level)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

정 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까지 20%, 2017년까지 25%, 2020년까지 33%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콜로라도 주는 2020년까지 30%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뉴욕 주는 

2015년까지 29%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 재생에너지 원별 동향

(1) 태양광

미국은 2012년 3.2G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미국의 태양광 신규 설

치 용량은 3.3~3.9GW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소형발전소 대상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주 별로 세액공제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2) 풍  력

2013년 말 기준 풍력 보급이 활발한 텍사스 주(12,355MW), 캘리포니아 주(5,830MW), 

아이오와 주(5,178MW), 일리노이 주(3,568MW), 오레곤 주(3,153MW)의 총 풍력 발전

용량은 약 30GW에 달한다. 미 에너지성은 2030년까지 미국 발전량의 20%를 풍력이 담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바이오연료

미국은 5GW의 바이오연료 발전설비를 추가하여 2013년 말 기준 총 88GW의 바이오연

료 발전설비를 확충하였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발전량은 2012년 대비 3.9% 증가한 

60TWh 수준에 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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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 에너지 소비 현황

중국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2,852.4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4.4% 증가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탄으

로 6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17.8%의 비중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

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으로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석유와 

석탄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중국

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소비량에 비해 28.1% 증가한 42.9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8> 중국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507.4
(17.8%)

145.5
(5.1%)

1,925.3
(67.5%)

25.0
(0.9%)

206.3
(7.2%)

42.9
(1.5%)

2852.4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중국의 2012년 재생에너지 총 공급량은 316,066ktoe로 2011년에 비해 공급량이 6.5% 

증가하였다.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로 2012년 기준 

총 공급량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수력과 지열 ․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원은 2011년에 

비해 2012년 공급 비중이 상승한 반면,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의 공급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중국 재생에너지 공급량 현황
(단위 : ktoe)

2011년 2012년

수력 59,172 (19.9%) 74,201 (23.5%)

지열 ․ 태양광 등 21,141 (7.1%) 25,954 (8.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216,409 (72.9%) 215,911 (68.3%)

합계  296,722 (100.0%) 316,066 (100.0%)

* 자료: IEA,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2014)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1996년 ʻʻBiomass Programmeʼʼ을 발표한 이래 중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

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왔다. 2010년 중국은 풍력 및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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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시기 정책 유형 에너지원

Notice of the State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n offshore wind power electricity price policy

2014. 6 FIT 육상풍력

Notice on issues concerning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to buy distributed PV power generation projects ʼ 
electricity products invoice etc.

2014. 6 세제혜택 태양광

National cer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Supervision 
Commission, Energy Bureau on strengthening the PV 
products testing and certification work

2014. 2 인증 태양광

Interim Measures for the new power access network 
supervision

2014. 2 표준화 신 ․ 재생 일반

Notice of VAT policy of large-scale hydropower 
enterprise

2014. 2 세제혜택 수력

Distributed PV power generation service guide of China 
Southern Power Grid Company Limited(Interim)

2013. 11 표준화 태양광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bonus 2013. 9 인센티브 신 ․ 재생 일반

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이 조치는 해외의 풍력 및 수력발전 부품 사업자들의 중

국 시장 진출의 활성화 및 국내 풍력 및 수력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또한 2011년에는 태양광 전력의 보급 확대 및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전력에 

대해 FIT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FIT 단가는 kWh 당 0.15 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림 1-24] 중국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China(2014)

2013년과 2014년 중국은 약 23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태양광 

관련 정책은 12건, 풍력 관련 정책은 3건, 지열 관련 정책은 1건, 수력 관련 정책은 1건이

며, 나머지 정책들은 전체 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 현황은 중

국정부가 태양광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 관련 정책은 세제 혜

택, 기술 및 시스템의 표준개발, 보급 목표 제시, 관세 조정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1-10> 중국 재생에너지 정책(2013~201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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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시기 정책 유형 에너지원

The State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ʼs 
notice on promotion of PV industry by exert the price

2013. 9 관세조정 태양광

Code of Practice of the PV manufacturing 2013. 9 표준화 태양광

Interim procedures of management of the code of 
practice of PV manufacturing

2013. 10 표준화 태양광

The State Councilʼs comments o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PV industry

2013. 7
정책지원,
목표수립

태양광

Interim procedures of the management of distributed 
power gride

2013. 7 보조금 지원 태양광

** 자료: IEA, IEA/IRENA Joint Polices and Measures database(2014)

3. 일본

가. 에너지 소비 현황

일본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474.0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로 4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이 27.1%, 가스가 2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으로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석유와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스,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

은 증가하였다9). 2013년 일본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소비량에 비해 14.6% 증가

한 9.4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11> 일본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208.9
(44.1%)

105.2
(22.2%)

128.6
(27.1%)

3.3
(0.7%)

18.6
(3.9%)

9.4
(2.0%)

474.0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9) 2013년에는 원자력 소비 비중이 0.7% 수준이나, 2014년 현재 일본의 48개 원전은 모두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개의 원전은 안전성 확인을 신청하여 18개의 원전은 심사 중

이고 2개의 원전은 심사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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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일본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단위 : GWh)

2012년 2013년(추정치)

수력 83,645 (61.1%) 84,356 (58.8%)

지열 2,609 (1.9%) 2,588 (1.8%)

태양광 ․ 태양열 6,963 (5.1%) 10,139 (7.1%)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 (0.0%) - (0.0%)

풍력 5,094 (3.7%) 5,094 (3.5%)

폐기물 8,332 (6.1%) 11,585 (8.1%)

바이오연료 30,241 (22.1%) 29,731 (20.7%)

합계 136,884 (100.0%) 143,493 (100.0%)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일본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413,493GWh로 2012년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수력의 비중이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바이오연료가 2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진 

에너지원은 태양광 ․ 태양열 및 폐기물 에너지로 각각 45.6%, 39.0%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지열과 바이오연료의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일본은 1980년 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NEDO)을 설립하고 관련 법

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2012년부터 시행된 FIT 제도이다.

[그림 1-25]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Japan(2014)

일본 FIT 제도는 2012년 7월에 도입되어 현재 약 2년이 경과된 상태이며, 2013년 4월 1

차로 개정되었고, 2014년 4월 2차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초점은 태양광, 육상풍력, 수력에 

대한 FIT 기준단가를 낮추는데 맞추어졌다. 특히, 태양광의 FIT 기준단가는 1차 및 2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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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하향 조정되었다. 2012년 도입된 일본의 FIT 제도는 태양광을 높은 매입가격으로 

우대한 결과, 태양광 쏠림현상이 발생하였다. 참여업체 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재생에너지 전체에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이 97%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 다. 이는 전기요금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정부는 풍력과 지열 등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2013년 연말부터 제도 재검토를 추진하였다10).

<표 1-13> 일본 FIT 기준가격

재생에너지원 기간 FIT 기준가격
(JPY/kWh) 발전용량

주거용 rooftop PV
(2012. 7~2013. 3) 10년 42 < 10kW

주거용 rooftop PV
(2013. 4~2014. 3) 10년 38 < 10kW*

비주거용 rooftop PV
(2012. 7~2013. 3) 20년 42 > 10kW

비주거용 rooftop PV
(2013. 4~2014. 3) 20년 37.80 > 10kW

PV(2014. 4 이후) 10년
20년

37
32

< 10kW
> 10kW

풍력(2012. 7~2014. 3) 20년 57.75
23.1

< 20kW
> 20kW

육상풍력(2014. 4 이후) 20년 36 All sizes

지열(2012. 7 이후) 15년 42
27.3

< 15kW
> 15kW

수력(2012. 7~2014. 3) 20년
35.70
30.45
25.20

< 200kW
200kW~1MW
1MW~3MW

수력(2014. 4 이후) 20년
25
21
14

< 200kW
200kW~1MW
1MW~30MW

Biogas(2012. 7 이후) 20년 40.95 All sizes
Wood fired power plant using timber from 

forest thinning
(2012. 7 이후) 

20년 33.60 All sizes

Wood fired power plant using other 
woody materials
(2012. 7 이후)

20년 25.20 All sizes

Wastes(excluding woody wastes)
(2012. 7 이후) 20년 17.85 All sizes

Wood fired plant(recycled wood)
(2012. 7 이후) 20년 13.65 All sizes

* 잉여전력에 한해 FIT 적용
** 자료: IEA, IEA/IRENA Joint Polices and Measures database(2014)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5호(201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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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독일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325.0 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로 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이 25.0%, 가스가 2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

해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8.0% 증가한 29.7 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14> 독일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112.1
(34.5%)

75.3
(23.2%)

81.3
(25.0%)

22.0
(6.8%)

4.6
(1.4%)

29.7
(9.1%)

325.0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표 1-15> 독일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3년 추정치)

전기 생산량
[단위: GWh]

열 생산량*
[단위: TJ]

수력 26,300 (16.0%) - (0.0%)

지열 40 (0.0%) 80 (0.1%)

태양광 ․ 태양열 30,000 (18.3%) 10 (0.01%)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 (0.0%) - (0.0%)

풍력 53,400 (32.5%) - (0.0%)

폐기물 11,940 (7.3%) 65,596 (69.6%)

바이오연료 42,640 (25.9%) 28,595 (30.3%)

합계 164,320 (100.0%) 94,281 (100.0%)

* 전환 부문 열 생산량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독일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전기 164,320GWh, 열 156,107TJ로 추정된

다. 201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5.3%, 열 생산량은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의 비중이 32.5%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연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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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 태양열로 13.7%의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수력은 5.6%의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된다. 열 부문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69.6%, 바이오연료 30.3%로 재생에너지 열 생산량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에너지원의 열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각각 3.9%, 

6.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독일은 1985년 ʻʻ연방정부 재생에너지 지원정책(Federal States Support for 

Renewable Energy)ʼʼ을 발표한 이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

다. 2010년에는 2020년까지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본계획이 되는 ʻʻ국가에너지실행계

획(National Energy Action Plan: NREAP)ʼʼ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8%, 냉 ․ 난방수요의 15.5%, 전력수요의 37%, 수송용 에너지

의 1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ʻʻ2012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ʼʼ, ʻʻMarket Incentive Programʼʼ 
등이 발표되었다.

[그림 1-26]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Germany(2014)

ʻʻ2012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ʼʼ에서는 총 전력공급량에 

대하여 2020년에는 35%, 2030년에는 50%, 2040년에는 65%, 2050년에는 8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다11).

이 계획에서는 전력공급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장 ․ 시스템 ․ 전
력망의 통합이 강조되었다. FIT 기준가격은 육상풍력에 대해서 8.93c€/kWh, 해상풍력에 

대해서 15c€/kWh, 수력에 대해서 3.4~12.7c€/kWh,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6~14.3c€/ 

kWh, 지열에 대해서 23~25c€/kWh 수준으로 정해졌다.

11) 최근에는 2050년에 독일 총 전력공급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가 수정되었

다(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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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의 보급이다12). 태양광 발전 시스템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현재의 기술개발 노력이 견지된다면, 이 추세로 태양광 발전 시

스템 단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양광 LCOE 수준에

서는 원자력 및 화석연료 등 타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FIT 제도를 통해 독일은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태양광의 FIT 기준단가는 향후 20년 간 

9.01~13.01c€/kWh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림 1-27] 지붕설치 태양광 발전의 최종소비자 평균 설비단가 (10kWp 이하)
* 자료: Fraunhofer Institute, Recent Facts about Photovoltaics in Germany(2014)

5. 영국

가. 에너지 소비 현황 

영국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200.0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

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로 

3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가 32.9%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장 낮

은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석유, 석탄, 수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영

국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34.6% 증가한 10.9백만 toe로 나타났다.

12) Fraunhofer institute(2014)에서 발간한 ʻʻRecent Facts about Photovoltaics in Germanyʼʼ의 내

용을 발췌 ․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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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영국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69.8
(34.9%)

65.8
(32.9%)

36.5
(18.3%)

16.0
(8.0%)

1.1
(0.6%)

10.9
(5.5%)

200.0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영국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전기 57,533GWh, 열 2,595TJ로 추정된다. 

201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의 비중이 47.6%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연료가 28.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너

지원은 태양광 ․ 태양열 및 풍력으로 각각 69.6%과 40.0%의 발전량이 증가하는 반면, 수력

과 폐기물은 각각 7.6%와 6.5%의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 열 생산량의 

원별 비율은 폐기물이 48.0%, 바이오연료 52.0%로 2012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

로 추정된다.

<표 1-17> 영국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3년 추정치)

전기 생산량
[단위: GWh]

열 생산량*
[단위: TJ]

수력 7,624 (13.3%) - (0.0%)

지열 - (0.0%) - (0.0%)

태양광 ․ 태양열 2,015 (3.5%) - (0.0%)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6 (0.01%) - (0.0%)

풍력 27,414 (47.6%) - (0.0%)

폐기물 3,887 (6.8%) 1,246 (48.0%)

바이오연료 16,587 (28.8%) 1,349 (52.0%)

합계 57,533 (100.0%) 2,595 (100.0%)

* 전환 부문 열 생산량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영국은 1990년 ʻʻ비화석연료사용의무화제도(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ʼʼ를 

발효한 이래,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2011년에는 

2020년까지 영국 재생에너지 보급의 기본계획이 되는 ʻʻ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ʼʼ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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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열 소비량

의 12%, 전력 수요의 31%, 수송용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행정적 ․ 정책적 불확실성 폐지,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계획에 명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s Obligations), FIT 제도, 재

생에너지 열 보조금 등이 있다.

[그림 1-28] 영국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2014)

특이한 사항은 영국은 의무할당제와 FIT 제도를 병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의무할당

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FIT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용되는 것이 주요

한 특징이라 하겠다. 의무할당제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

지 총 발전량의 20.6%를,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발전량의 24.4%를 재생에

너지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서 가격은 MWh당 2014년 42.02 파운드, 2015년 

43.30 파운드 수준이다. FIT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FIT 기간은 10~25년 정도이며,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2k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30,000건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열 보조금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단계로는 非주택부문의 바이오매스 열 생산 및 태양열

에 대한 FIT의 적용이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주택 부문에 대해서도 FIT을 

확대 적용한다. 

6. 스페인

가. 에너지소비 현황

스페인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133.7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5.2% 감소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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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가 19.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

장 낮은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도 9.6%로 소비 비

중이 낮은 편이다. 2012년에 비해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

력과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

년에 비해 12.0% 증가한 16.8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18> 스페인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59.3
(44.4%)

26.1
(19.5%)

10.3
(7.7%)

12.8
(9.6%)

8.3
(6.2%)

16.8
(12.6%)

133.7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표 1-19> 스페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단위 : GWh)

2012년 2013년(추정치)

수력 24,162 (26.5%) 37,285 (33.3%)

지열 - (0.0%) - (0.0%)

태양광 ․ 태양열 11,968 (13.1%) 13,111 (11.7%)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 (0.0%) - (0.0%)

풍력 49,472 (54.2%) 55,767 (49.8%)

폐기물 1,430 (1.6%) 1,190 (1.1%)

바이오연료 4,262 (4.7%) 4,697 (4.2%)

합계 91,294 (100.0%) 112,050 (100.0%)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스페인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112,050GWh로 2012년에 비해 22.7%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의 비중이 49.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이 3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진 에너

지원은 수력, 풍력, 태양광 ․ 태양열로 각각 54.3%, 12.7%, 9.6%의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폐기물은 2012년에 비해 16.8%의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스페인은 1994년 ʻʻRoyal Decree 2366/1994 on Feed-In Tariffsʼʼ를 발표한 이래 다

양한 정책들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해왔다. 스페인은 전력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을 

보전해주는 FIT 제도를,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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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스페인의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거시

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ʻʻRenewable Energy Plan 2011-2020ʼʼ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

획은 2020년까지 스페인 최종에너지소비량의 20.8%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는 ʻʻLaw 15/2012ʼ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 1월부터 

발전 사업자에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인데,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림 1-29] 스페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Spain(2014)

7. 덴마크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덴마크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18.1 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

로 4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가스가 각각 20.4%, 18.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석유, 가스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소

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8.8% 증가

한 3.7 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20> 덴마크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7.8
(43.1%)

3.4
(18.8%)

3.2
(17.7%)

-
(0.0%)

-
(0.0%)

3.7
(20.4%)

18.1
(100.0%)

* 덴마크의 수력 소비량은 0.05 백만 toe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 BP(2014)의 통계에서 제외됨.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덴마크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전기 16,497GWh, 열 15,566TJ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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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6.0% 증가하는 반면, 열 생산량은 0.3%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의 비중이 6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바이오연료가 19.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너

지원은 태양광 ․ 태양열으로 2013년 태양광 ․ 태양열 발전량은 2012년의 5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풍력 또한 2012년에 비해 그 발전량이 8.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수력, 바이오연료, 폐기물은 2012년에 비해 각각 23.5%, 7.6%, 3.8%의 발전량이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열 부문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35.4%, 바이오연료가 63.5%로 재생에

너지 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열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

너지원은 지열로 2013년 지열 생산량은 2012년의 약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1> 덴마크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3년 추정치)

전기 생산량
[단위: GWh]

열 생산량*
[단위: TJ]

수력 13 (0.1%) - (0.0%)

지열 - (0.0%) 380 (0.6%)

태양광 ․ 태양열 518 (3.1%) 348 (0.5%)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 (0.0%) - (0.0%)

풍력 11,123 (67.4%) - (0.0%)

폐기물 1,560 (9.5%) 23,333 (35.4%)

바이오연료 3,283 (19.9%) 41,827 (63.5%)

합계 16,497 (100.0%) 65,888 (100.0%)

* 전환 부문 열 생산량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덴마크는 1993년 ʻʻBiomass agreementʼʼ를 발표한 이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재생에너

지 보급을 지원해 왔다. 탄소세(carbon tax), 녹색세(green tax) 등의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

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넷 미터링 제도

(net metering)13)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였다. 2011년에는 Energy 

Strategy 2050ʼʼ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0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하였다.

13) 덴마크는 태양광 전력에 대한 요금상계제도(net-metering)을 1998년 실시하였다. 이는 전력 소비자

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스스로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전력망(grid)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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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덴마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Denmark(2014)

덴마크는 2020년까지의 에너지 ․ 기후 관련 정책 프레임 및 2050년까지의 에너지 관련 

개요(outline)를 제시하는 ʻʻEnergy Agreementʼʼ를 지난 2012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20년까지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50%를 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

적인 실행목표로는 1,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 1,800MW 규모의 육상풍

력 발전설비 설치, 태양광 ․ 파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개발 ․ 보급에 125 백만 크로네 

투자, 지열 펌프 등 재생에너지 이용 열 생산 기술 개발 ․ 보급에 35백만 크로네 투자 등이 제

시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 500백만 크로네 이하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다. 재생에너지 원별 동향

(1) 풍력

덴마크의 2014년 풍력발전설비용량은 4,855MW 규모, 발전량은 7.54TWh 수준일 것

으로 예상된다. 이 발전량은 덴마크 전에 전력 사용량의 약 40% 에 달하는 수준이다.

(2) 바이오

어유(fish oil)가 고체 바이오연료에 포함되었다. 또한 연도가스응축(flue-gas conden-

sation)설비를 장착한 우드칩 연소 보일러를 이용한 열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8. 프랑스

가. 에너지 소비 현황

프랑스의 총 1차에너지 소비는 2013년 기준 248.4백만 toe로, 총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 1차에너지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원자

력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32.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도 4.9%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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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낮은 편이다. 2012년에 비해 석유,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스,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3년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12

년에 비해 7.3% 증가한 5.9백만 toe로 나타났다.

<표 1-22> 프랑스 1차에너지 소비 현황(2013년)
(단위 : million toe)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신 ․ 재생* 합계

80.3
(32.3%)

38.6
(15.5%)

12.2
(4.9%)

95.9
(38.6%)

15.5
(6.2%)

5.9
(2.4%)

248.4
(100.0%)

* 수력 제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2014)

프랑스의 2013년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전기 105,270GWh, 열 42,860TJ로 추정된

다. 201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 생산

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수력의 비중이 72.4%로 재생에

너지 발전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이 15.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

년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에너지원은 수력 및 태양광 ․ 태양열로 각각 19.9%와 

16.1%의 발전량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해양에너지의 발전량은 2012년에 비해 0.9%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열 생산량의 원별 비율은 폐기물이 50.0%, 바이오연료 

42.7%, 지열이 7.4%로 2012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3> 프랑스 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3년 추정치)

전기 생산량
[단위: GWh]

열 생산량*
[단위: TJ]

수력 76,265 (72.4%) - (0.0%)

지열 - (0.0%) 3,151 (7.4%)

태양광 ․ 태양열 4,663 (4.4%) - (0.0%)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454 (0.4%) - (0.0%)

풍력 15,887 (15.1%) - (0.0%)

폐기물 4,766 (4.5%) 21,420 (50.0%)

바이오연료 3,235 (3.1%) 18,289 (42.7%)

합계 105,270 (100.0%) 42,860 (100.0%)

* 전환 부문 열 생산량

** 자료: IEA, Renewable Information 20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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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생에너지 시책 동향

2000년대 이전의 프랑스 정부는 세제 혜택, FIT 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프랑스의 FIT 단가는 육상풍력 8.2c€/kWh, 해상풍력 13c€/ 

kWh, 10.24~12.0c€/kWh, 바이오매스 8.121~9.745c€/kWh, 수력 6.07c€/kWh 수

준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2020년까지 6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설치를 골자로 

하는 ʻʻOffshore wind tendering mechanismʼʼ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ʻʻNew Solar 

Plan and Second Offshore Wind Tenderʼ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차액지

원을 상향 조정하고, 분기마다 조정하는 태양광 FIT 기준가격의 감축률이 제한되었으며, 

EU 권역에서 생산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너스 혜택이 부여되었다.

[그림 1-31] 프랑스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 동향
* 자료: IRENA, Renewable Energy Country Profile: France(2014)

프랑스는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풍력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육상풍력 19,000MW, 해상풍력 6,000MW

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태양에너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5,400MW 규모의 설비를 확충하여 총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5%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할 계

획이다. 또한 50%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바이오매스로 달성할 예정이다.





| 제 2편 |

우리나라의 신 ․ 재생에너지 현황

Scene 01

국내 에너지 현황 및 전망

Scene 02

신 ․ 재생에너지관련법, 기본계획,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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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p
연평균 증가율(%)

ʼ00~ ʼ13 ʼ09~ ʼ13

GDP(조 원) 695
(8.8)

982
(0.3)

1,044
(6.3)

1,082
(3.7)

1,104
(2.0)

1,135
(2.8) 3.8 3.0

추계인구
(백만 명) 47.0 49.2 49.4 49.8 50.0 50.2 0.5 0.5

총에너지 소비
(백만 toe)

192.9
(6.4)

243.3
(1.1)

263.8
(8.4) 

276.6
(4.9) 

278.7 
(0.7)

280.4
(0.6) 2.9 3.1

1인당 소비
(toe) 4.10 4.95 5.34 5.56 5.57 5.58 2.4 2.6

국내 에너지 현황 및 전망

Scene 01
서울대학교 교수  부 경 진

제1절  에너지 소비 현황

1. 1차에너지소비 추이

우리나라의 2013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280.4백만toe이고 

2000년부터 매년 3.8%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연평균 3.8%)보다는 낮지만 인당 소비는 계속 느는 추세이다.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로 보아도 조사기간 동안 개선

추세는 보여지나 최근 5년동안은 오히려 약간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1> 주요 경제 및 에너지 소비지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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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p
연평균 증가율(%)

ʼ00~ ʼ13 ʼ09~ ʼ13

에너지 소비
GDP 탄성치

0.72 3.67 1.33 1.32 0.35 0.21 -9.0 -51.0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278 0.248 0.253 0.256 0.252 0.247 -0.9 0.1

주: p는 잠정치,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비중이 37.8%로 가장 크고, 석탄(29.2%), 천연가스(18,4%), 원자

력(10.4%), 수력/기타(3.2%) 순으로 소비하였다. 석유 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0~2013년 연평

균 증가율이 0.8%로 크게 둔화됨. 석탄 소비는 200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5.3% 증가하

여 1990년대(연평균 4.4%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LNG 소비는 1990년대에 연

평균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0~2013년 기간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원자력은 1990년대에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나, 2000~2013년 기간 중

에는 연평균 1.9%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2-2> 총 에너지소비 동향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p
연평균증가율(%)

ʼ00~ ʼ13 ʼ08~ ʼ13

석유 742.6 778.5 794.3 801.6 827.7 826.8
0.8 1.7

(백만 bbl) (3.2) (2.4) (2.0) (0.9) (3.2) (-0.1)

석탄 66.5 108.4 121.0 130.9 128.1 129.6
5.3 4.5

(백만 톤) (12.5) (4.0) (11.7) (8.1) (-2.1) (1.1)

LNG 14.6 26.1 33.1 35.6 38.5 40.3
8.1 8.0

(백만 톤) (12.3) (-4.9) (26.8) (7.6) (8.1) (4.7)

수력 5.6 5.6 6.5 7.8 7.7 8.3
3.0 8.3

(TWh) (-7.5) (1.4) (14.7) (21.0) (-2.3) (8.2)

원자력 109.0 147.8 148.6 154.7 150.3 138.8
1.9 -1.7

(TWh) (5.7) (-2.1) (0.6) (4.1) (-2.3) (-7.7)

기타 2.1 5.5 6.1 6.6 8.0 8.9
11.6 11.3

(백만 toe) (17.9) (5.4) (10.7) (9.1) (21.4) (10.6)

1차에너지 192.9 243.3 263.8 276.6 278.7 280.4
2.9 3.1

(백만 toe) (6.4) (1.1) (8.4) (4.9) (0.7) (0.6)

주: p는 잠정치,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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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2000~2013년 기간 동안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특징은 석

유의존도 하락과 LNG 및 석탄 비중 증가로 요약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석유의 비중은 

2000년 52.0%에서 2013년에는 37.8%까지 낮아진 반면, 석탄의 비중은 발전용 및 산업용 

소비의 빠른 증가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 22.2%에서 2013년에는 29.2%까지 확

대되었다. 한편 LNG의 비중은 1990년 3.2%에 불과하였으나,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및 발

전용 LNG 소비 증가로 2000년에 9.8%, 2013년에는 18.4%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원자력의 비중 변화는 신규원전 가동 여부에 영향을 받아, 설비증설이 지속된 2005년까지 

총에너지 점유율은 1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신규설비 증설이 3기14)에 

그침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 10.4%를 기록하였다.

100.3 106.0 

42.9

81.9 
27.2

29.3 

18.9

52.5 

3.5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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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백만 TOE)

석유 석탄 원자력 LNG 수력/기타

[그림 2-1]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2.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013년도 최종에너지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00.2백만toe를 소비하였으며, 전년대

비 에너지원별 소비증가율은 무연탄 5.2%, 석유 0.5%, 도시가스 3.0%, 전력 1.8%, 열 및 

기타 7.4%로 열 및 기타의 소비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3년 최종에너지 원별 비중은 석

14) 신고리 1호기(2011년 3월, 1,000MW), 신고리 2호기(2012년 7월, 1,000MW), 신월성 1호기(2012

년 8월, 1,0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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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력 19.6%, 석탄 14.6%, 도시가스 11.2%순이

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연평균 8.8%)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2000

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여전히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수송부

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2000~2013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1.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또한 1990

년대에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나, 2000~2013년 기간 동안에는 소비 증가세(연평균 

1.5%)가 둔화되었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산업부문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55~56%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부터는 60%를 상회하였다. 가정 ․ 상업 ․ 공
공부문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여 2013년에 20.2% 수준을 기록하였고,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성비는 2000~2007년 기간에는 20~2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

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2013년에는 17.6%를 차지하였다.

<표 2-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p
연평균증가율(%)

ʼ00~ ʼ13 ʼ08~ ʼ13

산업 83.9 106.1 116.9 126.9 128.3 130.9
3.5 4.2

(백만 toe) (5.1) (-0.3) (10.2) (8.5) (1.1) (2.0)

수송 30.9 35.9 36.9 36.9 37.1 37.1
1.4 0.7

(백만 toe) (8.1) (0.4) (2.8) (-0.2) (0.7) (0.0)

가정 ․ 상업 ․ 공공 35.0 40.0 41.7 42.1 42.7 42.5
1.5 1.1

(백만 toe) (1.2) (-0.8) (4.3) (0.9) (1.3) (-0.4)

합계 149.9 182.1 195.6 205.9 208.1 210.6
2.7 2.9

(백만 toe) (4.7) (-0.3) (7.4) (5.2) (1.1) (1.2)

석유 698.7 752.2 767.4 778.9 796.5 800.4
1.1 1.6

(백만 bbl) (1.3) (1.5) (2.0) (1.5) (2.3) (0.5)

무연탄 3.3 8.4 9.3 10.6 9.9 10.4
9.1 4.7

(백만 톤) (37.1) (2.0) (10.1) (14.8) (-7.1) (5.2)

유연탄 27.0 27.5 34.3 39.3 38.5 39.1
2.9 4.6

(백만 톤) (4.6) (-11.8) (24.5) (14.7) (-1.9) (1.6)

전력 239.5 394.5 434.2 455.1 466.6 474.8
5.4 5.2

(TWh) (11.8) (7.0) (10.1) (4.8) (2.5) (1.8)

도시가스 12.0 18.4 20.0 21.7 23.8 24.5
5.7 6.4

(십억 ㎥) (19.5) (2.7) (8.3) (8.5) (9.7) (3.0)

열 및 기타 3,248 6,417 7,064 7,535 8,875 9,532
8.6 8.8

(천 toe) (15.8) (2.5) (10.1) (6.7) (17.8) (7.4)
주: p는 잠정치,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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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ʼ13~ ʼ18)

석유 826.8 832.0 829.5 834.8 840.3 847.1
0.5

(백만 bbl) (-0.1) (0.6) (-0.3) (0.6) (0.7) (0.8)

석탄 129.6 130.9 136.9 143.6 157.7 163.5
4.8

(백만 톤) (1.1) (1.0) (4.6) (4.9) (9.8) (3.6)

LNG 40.3 41.1 42.1 41.9 40.7 39.8
-0.2

(백만 톤) (4.7) (2.0) (2.6) (-0.5) (-2.9) (-2.3)

제2절  중기 에너지 수요 전망(2013~2018)15)

1. 총 에너지 수요 전망

총 에너지 수요는 2013~2018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하여 2018년에 319.6백만 

toe에 달하고, 동기간 경제성장(연평균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8년 0.246에서 2013년 0.247 그리고 2018년 0.236 

연평균 0.9% 개선되지만, 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8년 4.92에서 2013년 5.58 그리고 

2018년 6.25로서 연평균 2.3% 씩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16)

전반적으로 볼 때 2013∼2018년 기간 중 에너지 수요 증가는 석탄과 전력이 주도할 전

망이다. 반면, 지난 5년간 빠른 소비 증가 추세를 시현하였던 LNG 수요 증가 추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석유의 경우 산업원료용 납사 수요 증가(연평균 1.8%)가 예상되나, 산업

과 전환부문의 연료용 수요(연평균 –1.1%)가 타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대체되면서 연평

균 0.5% 증가가 예상된다. 석탄의 경우 2013∼2018년 기간 중 대규모 설비증설

(11,464MW, 13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정되어 발전용 석탄 수요(연평균 6.0%)

가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LNG는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용 가스의 경우 수요는 

2016년부터 감소(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 설비 증설로 첨두부하용 발전 연료 대체), 도시가

스용 수요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2.7%). 한편, 원자력은 2013∼

2018년 기간 중 원전설비는 모두 6,600MW 증설되어 연평균 7,4%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

력도 경제성장 및 에너지의 전력화 영향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총 에너지 수요 전망(2013~2018)

1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ʻʻ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13~2018년)ʼʼ(2014.05).

16) 주요국 1인당 소비 비교(2012년) : (OECD 평균) 4.20, (일본) 3.55, (미국)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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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ʼ13~ ʼ18)

수력 8.3 8.2 8.2 8.2 8.2 8.2
-0.2

(TWh) (8.2) (-1.1) (0.0) (0.2) (-0.2) (0.0)

원자력 138.8 158.4 169.1 182.8 182.3 198.0
7.4

(TWh) (-7.7) (14.2) (6.7) (8.1) (-0.3) (8.6)

기타 8.9 9.6 10.4 11.3 12.1 12.9
7.7

(백만 toe) (10.6) (7.6) (9.0) (8.5) (7.1) (6.2)

1차에너지 280.4 287.6 295.3 303.6 312.3 319.6
2.7

(백만 toe) (0.6) (2.6) (2.7) (2.8) (2.8) (2.4)

주: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전망기간(2013∼2018년) 중 최종에너지 수요는 2.2% 증가하여 2018년에 234.9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연평균 3.6%)을 전제함에 따라 연평균 2.9%의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전망기간 중 산업생산 활동이 경제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46%를 

점유하는 석유는 원료용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

(연평균 4.7%) 및 도시가스(연평균 4.7%)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자동차 등록대수가 포화수준에 근접해 감에 따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

가세는 연평균 1.3%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송용 석유 수요는 연평균 1.3%, 도시가스는 

CNG 버스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8%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는 각각 연평균 2.1%, 0.8%의 증가율을, 석유 수요는 연료 대체의 영

향으로 연평균 4.3%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산업부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산업부문의 소비 점

유율은 2.1%p 상승하는 반면, 수송부문 및 가정 ․ 상업 ․ 공공부문의 점유율은 각각 0.7%p, 

1.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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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총 에너지 수요 전망(2013~201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ʼ13~ ʼ18)

산업 130.9 135.5 139.6 143.7 147.4 151.0
2.9%

(백만 toe) (2.0) (3.5) (3.0) (2.9) (2.6) (2.4)

수송 37.1 37.7 38.3 38.8 39.3 39.7
1.3%

(백만 toe) (0.0) (1.6) (1.4) (1.3) (1.3) (1.2)

가정·상업·공공 42.5 42.3 42.8 43.3 43.7 44.1
0.8%

(백만 toe) (-0.4) (-0.4) (1.1) (1.1) (1.0) (0.9)

합계 210.6 215.6 220.7 225.7 230.4 234.8
2.2%

(백만 toe) (1.2) (2.4) (2.4) (2.3) (2.1) (1.9)

전력 474.8 487.8 506.4 525.4 544.9 564.5
3.5%

(TWh) (1.8) (2.7) (3.8) (3.8) (3.7) (3.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중기에너지전망(2013-2018)ʼʼ (2014.05)



59국내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제3절  에너지정책 방향17)

1. 대외 에너지여건의 변화

가.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2035년의 총 에너지수요는 개도국의 경제와 인구성장으로 2010년에 비해 48.3%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40.2% 증가). OECD 국가들의 총수요는 연평균 

0.5%로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Non-OECD 국가들은 연평균 2.3%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

다. 원별로 보면 원자력과 신 ․ 재생 등 기타 에너지가 연평균 2.7%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

가할 전망이고, 화석연료 중에서는 셰일가스 보급 ․ 확대로 천연가스 공급이 가장 급속히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고유가의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는 2008년 평균 $94.3/b 기록 후 금융위기로 2009년 하락하였으나 

2012년 $124/b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新고유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IEA(WEO 2012)에 따르면 2035년 국제유가는 $140/b로 예측된다 (EIA 전망 : 2035년 

$145/b).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지속은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유가 지속시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향

상 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확대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

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시장 주도권이 전통가스 수출주도국인 중동과 러시아에서 미국, 중

국, 유럽 등 셰일가스 보유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까지 가스 생산량 증가의 

48%를 非전통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현재 20%를 수입하고 있는 미국

이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천연

가스와 대체재 성격을 가진 석탄, 석유 등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다.

라.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더반플

17) 본 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4년 1월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요

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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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협상(ADP)을 2015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바 있다. 당초 2008∼2020년을 대상기

간으로 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이었으

나 향후 2020 이후를 겨냥한 新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applicable to all) 

단일 기후체제가 된다. 이에 따라 최근 당사국 총회(COP19)에서는 2015년까지 진행될 

Post-2020 新기후 체제협상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이후 감축공약(contributions)을 각국이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총회

가 요청(invite)하는 문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 대 개

도국간 입장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전망 불투명 등으로 협상동력이 약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이후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가 확립

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견된다.

라.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정책 변화

후쿠시마(2011년 3월 11일)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등 일부국가들은 가동 원전의 폐쇄 

입장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원전비중 관련 세가지 시나리오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2030년 원전 제로안을 최종 선택하였으나, 일본 국내산업계와 미국 등 우방국 반대로 결정

을 보류하였다가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철회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이 20년만에 신

규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등 일부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유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ʻʻ新규제기준ʼʼ을 확정(2013.7.8.)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 원전

은 재가동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훗카이도, 간사이, 시코쿠, 큐슈 전력은 5개 원전 12기 재

가동 안전심사 신청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안전성 강화 등 보완대책과 함께 기존 정책을 지

속하거나 입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다.

2. 대내 에너지여건의 변화

가. 전력수급 여건악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산업부문 수요와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

∼2012년 중 산업용 전력소비는 연평균 6.4%로 증가하여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난

방부하가 전력피크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5-2006년 겨울에 18.6%였던 것이 전기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크게 확대되어 2010-2011년 겨울에는 25.4%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 수요관리, 절약문화 확산, 분산형 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 수급위기를 극복하자는 의

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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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 강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납품비리문제가 발생, 안

전제도와 문화전반에 대한 쇄신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악화를 반영,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다. 송전여건 악화

지난 수십년간 발전소 건설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송전망을 확충하였으나, 전력 소비지

역과 발전소 입지 사이의 불일치로 수도권방향 송전망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

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당국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

민의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중장집중식 전력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라. 다양한 갈등과제의 등장

원전관련 정책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송전선로 건설 등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그룹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수

립 및 추진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에 부닺히게 되었다. 

마. 온실가스 감축여건 변화

2009년 2020년 BAU 대비 30%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CO2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강화되어 왔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에너지공급 측면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한계, 석탄 발전소 가동률 증가 

등으로, 에너지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철강, 석유화학 등)의 생산활동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책여건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

3. 국내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낮은 가격정책을 지속하면서, 에너지다소비 구조 고착화와 전

력 등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현상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전기로의 편중은 몇 가

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즉, 1) 전기는 생산공급과정(발전, 송배전 등)에서 63%

의 전환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밸런스는 악화되며, 2) 수요급증 시 

타 에너지는 해외구매 또는 저장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전력은 공급설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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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급불안으로 직결되고, 3) 발전설비 확충은 환경오염, 송전망 포화, 지역주민 갈등을 유

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경제성이 낮은 신 ․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시장창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2] 에너지믹스 변화 (2000년 ⇒ 2012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ʻʻ제2차 에너지기본계획ʼʼ (2014.01)

나. 양적성장과 공급중심의 정책추진

전력수요를 적극 억제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초대형 공급설비를 중

앙집중식(단일화된 전력계통)으로 지속 확충해온 결과, 전력계통 규모증가, 발전단지 대규

모화, 수도권 지역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력계통과 송전망 운영 여건은 점점 악화되기에 

이르 다. 또한 원전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였

다. 단기간 내에 ̒ ʻ원전자립화ʼʼ를 추진한 결과, 원전 산업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안전성 투자

와 안전규제 시스템 마련에 소홀하게 되었다.18)

다. 성과위주의 정책목표 설정

지속가능 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수요관

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1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정책의지가 희석되기에 이르 다. 또

한 해외 자원개발은 공기업 중심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결과, 공기업 부채는 급증한 반면 개

발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신 ․ 재생에너지의 2012년 보급률은 

2.75%로서 계획대비 목표달성율이 85%에 불과함으로써 목표 재점검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 다. 계획수립 당시에도 보급목표 11% 달성을 위한 

18) 원전 진흥기관(교과부)이 원전 안전규제를 동시에 담당하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야 

규제기관(원안위) 독립(2011.10)

19) 제3차 전력수급계획 당시에는 높은 예비율(ʼ03년 18.4%)에 대한 과투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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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방안 등 계획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이 제기된 바 있다.

4.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로서 2035년 에너지 수요의 13%, 전

력수요는 15%를 절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세제 개편)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을 추진 (발전용 유

연탄 과세, LNG 과세완화 등)

(요금 개편) 환경 ․ 사회적 비용반영(원전 ․ 송전망 보강 등), 용도별 체계개선(누진제 완

화,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등

(ICT형 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ESS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건물설계기준 변경 등),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부문별 제도강화) ʻ20년 승용차 평균연비 선진국 수준달성, ʻ25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化, 저효율제품 시장퇴출 등

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가능 입지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한다.

(분산형 전원확대) 발전설비 총 용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13%를 차지하나 현재 5% 정도

에 머물러 있는 집단에너지 ․ 신 ․ 재생 ․ 자가용 발전기 등의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15%

이상 확대한다.

(송전망 운영) 발전–송전계획 수립의 패키지化, HVDC 검토 등 수용성 제고, 전력망을 중

립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전담기관 설립하여 전력계통 운영 감시 ․ 분석, 신뢰도 기준 운영, 

계통고장 조사 ․ 처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 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 등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춰 화력발전소에 대한 USC, CCS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한다. 노후 발전소에 USC 적용시 온실가스 기존 기술에 비해 약 10% 감축 

효율을 나타낸다(4%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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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 원전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대, 노후 원전 관리와 계획예방정

비 강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원전안전성 향상을 위

한 안전기술개발 지속 확대, 계속운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장기가동 설비 선제적 

교체, 예방정비 항목 ․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원전산업 혁신) 원전의 가치사슬(value chain)상 견제 ․ 감시와 개방 ․ 경쟁 시스템을 도

입하기 위하여 관련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구체적으로 원전관리 ․ 감독법 제정, 

원전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 운영을 실시한다.

(에너지기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전원 활성화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핵심기

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라.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자원개발 역량강화)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시장성이 큰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공기업은 M&A ․ 단순지분참여에서 운영권 확

보 ․ 탐사 ․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플랜트 등 연관산업

의 동반진출을 촉진한다.

(신 ․ 재생 보급확대) 전기 중심의 시장메카니즘 기반 보급정책(신 ․ 재생에너지 시용 의무

화 제도: RPS)을 열부문(RHO: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과 수송부문(RFS: 신 ․ 재생연

료혼합의무화)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형 보급제도(태양광 렌탈사업 추진, 주민출자 ․ 성과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도입을 통해 2035년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11%까지 확대한다.

마.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석 유)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특정 지역(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유국 정부, 국

제트레이더 등과의 ʻʻ국제공동비축사업ʼʼ 지속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산업구조 선진

화를 추진한다.

(가 스)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 국제 가스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천연가스 ․ LPG 

도입선을 다원화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기반 강화를 통한 보급확대와 국내 비축을 위한 

공급인프라도 강화한다.

(전 력) 발전소 적기준공, 상시수급관리체계 구축, 취약계통 보강 추진, 수급불안 발생시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가용 발전자원 활용 극대화 등을 도모한다.

(집단에너지) 분산형 전원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설비 확충 ․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

비용 구조로의 전환노력을 경주한다. 수도권 신도시 노후 열병합발전 설비 개체 촉진과 대

형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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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에너지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제로 전환한다. 2015년 에너지 바우처 

(Voucher)제도 도입과 취약가구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에너지 복지 관련 법 ․ 제도정

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자체 공조강화) 분산형 전원보급 및 에너지 절약확산 등을 위한 ʻʻ지역 에너지계획ʼʼ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사업 등에 반영한다.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절차 강화,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조례 제정확대, 광역지자체 에너지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사후적 갈등 해소 및 조정에서 사전적 갈등 예방에 중점

을 둔다. 과거 갈등사례, 지역주민 성향 등을 통해 잠재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송전

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원전정책 등의 수립 ․ 추진과정에서 정책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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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관련 법, 기본계획, 
정책 및 제도

Scene 02
산업통상자원부 신 ․ 재생에너지과 사무관  최 보 선

제1절  개  요

제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실감한 

정부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태양열과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상용

화 ․ 보급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기준 1차 에너지의 2%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에 수립한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함)으로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5%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다.

동 계획에서는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분야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신 ․ 재생에너

지 보급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주택보급사업(당시에는 10만호 태양

광주택 보급사업), 인증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제3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이 수립되었

는데, 동 계획은 최초로 국가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당시에는 국가에너지 기

본계획)에서 결정한 보급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함께 발표되었다.

그간, 보급위주의 계획에서 산업화 촉진전략, 시장기능 강화방안이 제시되었는데, ʼ12년

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시장정책인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시행시기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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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율이 제안되었다.

3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매년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13)｣, ｢모두가 체감

하고 함께가는 신 ․ 재생에너지(2011.10.31)｣,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2012.5.10)｣,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2013.8.27)｣ 등을 통해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방향과 보

급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왔다.

현재는 지난 2014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9월에 발표된 ｢제4차 신 ․ 재
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중이

며, 상세한 계획에 대한 내용은 3절 및 4절에서 다룰 예정이다.



68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제2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1. 개요

가. 법의 목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인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

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

  -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
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 석탄 ․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햇빛 ․ 물 ․ 지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
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
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 석탄 ․ 원자력 또는 천
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나. 법 제정 경위

(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90호)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

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법｣으로 개정(1997.12.13. 법률 제5446호)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 동안

의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대체에너지 기본계획 및 대규모 에너지 관련사업자에 대한 투자 권고대상에 대체에너지

의 이용 ․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체에너지 이용 ․ 보급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

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이 조속히 육성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개

발 및 이용 ․ 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동 법은 1998.6.14.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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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으로 개정(2004.12.31. 법률 제728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사

업화 지원 및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였다. 동 법은 2005.7.1.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내용

가. 그간 주요 개정사항

(1) 2002.3.25. 법률 제6672호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강화되어 오염을 유발

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므로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

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체에너지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

(2) 2004.12.31. 법률 제7284호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제표준화 지원,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리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3) 2008.3.14. 법률 제8899호

공공기관의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4) 2010.4.12. 법률 제10253호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 건축하는 건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 ․ 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

을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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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5) 2013.7.30. 법률 제11965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

여 신 ․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 ․ 재생에너지 보

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

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 ․ 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 ․ 재생에

너지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14.1.21. 법률 제12296호

신 ․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

고,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 ․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

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법 주요내용

(1)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 ․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의 목표, 총전력생산량 중 신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신 ․ 재생에너지 기

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지

원 방안, 신 ․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2)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등이 신축 ․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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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제12조의2~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는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을 수 있다.

(4)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12조의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고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

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5)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13조~제15조)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하는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6)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

별로 정한 경우에 그 가격을 고시해야 하며,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

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한다. 동 제도는 2011.12.31.까

지 유효하다.

(7)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및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0조 ․ 제2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제22조)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9)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23조의2~제23조의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고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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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제정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 ․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

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10) 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적용사

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

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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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책 및 제도

ʼ14.9월 발표된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에서는 6가지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수요자 맞춤형 보급 ․ 확산정책 추진

◈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 ․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ʻ소비자중심ʼ의 신 ․ 재생 정책 추진

◈ 도서지역, 농업기반시설 ․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교육시설 등 수요자 니즈가 높은 지역의 신규투자 
모색

□ (소비자 참여확대) 지역 주민과의 성과공유를 통해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 확산

◦ (주민 성과공유)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신 ․ 재생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

공유형 시범사업 추진

  - 신 ․ 재생에너지 융자사업, 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 우대

  - 주민참여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친환경에너지 타운)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

급하고 주민혜택을 제공

    * ʼ14년 3개지역 시범사업 실시 : 광주(산업부), 홍천(환경부), 진천(미래부)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보조금/융자+주민투자)하며, 지역 맞춤형 지

원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 (대여사업)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

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 확대

    * ʼ13년 시범사업에 이어 ʼ14년부터 본격 추진 (2,000 가구 이상)

  - 대여료 ․ 대여기간, REP(발전실적에 대한 인증서)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 소비

자와 대여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표 2-6> 대여사업 특징 

구분 보조사업 대여사업

정부보조 설치비 일부 없음

소비자 비용구조 설치비 일부 대여료

사업자 수익구조 설치비 대여료 + REP판매수입

설비소유권 설치가구
대여사업자

* 약정기간 이후 소비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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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활

용도가 높은 정보 제공

◦ (민간주도형 A/S 체제 구축)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

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

◦ (시공기업정보) 정부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소비자가 공개된 기업정보를 통해 직접 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주체를 ʻ시공업체ʼ에서 ʻ소비자ʼ로 전환 

◦ (통계) 지자체별, 용도별(가정 ․ 상업 ․ 공공 등) 생산량, 자원지도 등 소비자 수요를 반

영한 세분화된 통계 제공

□ (전략지역 지원) 신 ․ 재생 도입효과가 높은 지역에 중점지원

◦ (에너지자립섬) 연료비 부담이 큰 화석연료(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독립계통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울릉도에 풍력 ․ 태양광 ․ 매립열 ․ ESS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글로벌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해외시장으로 사업모델 수출 추진

    * 현재 인천 백아도, 해남 삼마도에 태양광 ․ 풍력 ․ ESS 시범사업중

2.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 의무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RPS 의무공급량을 재조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행여건을 개선

◈ 시장 및 기술여건 변화에 맞추어 신 ․ 재생에너지 보급 ․ 융자사업의 효과성을 개선

□ (의무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및 시장 통합

◦ 에기본상 신 ․ 재생목표 재설정(ʼ30년 11% → ʼ35년 11%) 및 이행여건을 고려, ʼ10% 

목표 달성시기를 2년 연장(ʼ22년 → ʼ24년) 

<표 2-7> 의무공급비율 조정(안)

구 분 ʼ15 ʼ16 ʼ17 ʼ18 ʼ19 ʼ20 ʼ21 ʼ22 ʼ23 ʼ24

현 재 3.5 4.0 5.0 6.0 7.0 8.0 9.0 10.0

변 경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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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ʼ16년 이후)하여 공급의무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신 ․ 재생에너지 원간 경쟁을 활성화 

□ (이행연기량) 연기량 우선 이행주기 변경, 최대 연기가능량 특례기한 연장으로 의무

이행 유연성 강화

◦ 의무량의 일부를 다음연도에 한해 연기할 수 있던 것을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조기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가중치) 신 ․ 재생 투자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의 합리성 제고

◦ (태양광) 시장원리에 기반한 보급촉진을 위해 지목에 따른 구분은 폐지하되, 설치유형

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 부여

  - 소규모는 상대적 고비용, 환경보존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대

  - 건물 ․ 수상에 설치시 투자비 증가 등을 감안, 일반부지 설치시보다 규모에 따라 가중

치를 상향 조정

  - 발전소 쪼개기 등 규모별 가중치 악용 방지를 위해 총 설치용량에 대해 단계별 가중

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체계 도입 

◦ (비태양광) 해상풍력, 조력, 지열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선택가

능한 변동형 가중치 도입

  - 신규 신 ․ 재생에너지원의 투자 경제성을 확보하여 투자유도와 산업진입이 가능토록 

선제적 가중치 부여

◦ (시장 활성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실적의 원활한 거래 도모

  -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RPS 공급인증서(REC) 거

래시장의 활성화

  - REC 현물시장 개설주기 확대(원별 월1회→2회)를 확대하고, 거래시스템을 개선(단

방향→양방향)하여 시장 균등참여 보장

□ (소규모 지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판로확보 지원 

◦ 발전사와 12년간 장기계약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하고, 소규

모 사업자(100kW 이하)에 일정물량을 배정

    * (ʼ12~ʼ13) 100MW → (ʼ14~ʼ15) 150MW → (ʼ16~ʼ17) 200MW → (ʼ18~ʼ19) 250MW

    ** 소규모 지원을 위해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 이후(ʼ16년~)에도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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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사업) 융복합형 ․ 투자경제성 중심으로 개편

◦ 개별가구 ․ 건물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

<표 2-8> 융복합형 보급사업 예시 

대상사업 사업내용

 울산 수소타운 산업체 부생수소 활용, 자가용 연료전지 150대(195kW) 설치

고창 뉴타운 신규 주택단지 10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

백아도
신 ․ 재생에너지 ․ ESS 설치로 에너지자립도 100% 달성
  * 태양광(250kW), 소형풍력(30kW), ESS(1,125kWh)

◦ 기존의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후 인센티브

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미국, 자가용 태양광 ․ 풍력에 생산량 보조금 프로그램(Utility Rebate Programs) 

운영

□ (융자사업) 시장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융자지원 대상 선정

◦ 기존 생산 ․ 시설 ․ 운전자금 융자 외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설하여 우수기

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

◦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을 재개하여 대규모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친환경에

너지 타운 등 주민참여 사업에 지원 

□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 등

◦ 공공기관 건축물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ʼ20년 20%에서 30%로 상향하

고 연도별 비율도 단계별로 확대

<표 2-9> 연도별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재 12 13 14 15 16 18 20

변경 12 15 18 21 24 2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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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 국내보급 활성화와 병행하여 지역별 ․ 원별 특화된 전략으로 ʻʻ해외진출ʼʼ과 ʻʻ국내보급ʼʼ의 선순환 창출

◈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해외진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

□ (금융지원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보증 ․ 보험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

◦ 현행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신 ․ 재생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 해외진출 중소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신설

◦ 수출초보 신 ․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특례지원｣(무역보험공사) 제도 

우대 추진

□ (정보제공) 해외 신 ․ 재생에너지 바이어, 입찰정보, 국가별 프로젝트 진출 현황 등을 

DB로 구축, 관련 업계에 실시간 제공

◦ 신 ․ 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인 ̒신 ․ 재생에너지 코리아ʼ를 개편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제공 강화 

◦ ʻ신 ․ 재생 해외시장분석 T/F' 구성, 유망국 ․ 권역별 진출여건에 관한 ｢분기별 해외 신

․ 재생시장 리포트｣ 발간(ʼ14.10월)

□ (전문인력 지원) 신 ․ 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신 ․ 재생 기업의 해

외진출에 필요한 全단계를 현장밀착 지원 

◦ 현행 3명 수준의 수출지원 자문단을 분야별(에너지원별, 지역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풀로 확대 ․ 개편 

□ (국제협력)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신 ․ 재생산

업의 해외진출 기회 모색

◦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한 우리 기업의 신 ․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

업을 추가 발굴 ․ 추진 

  - 현재 24개국과 구성 ․ 개최중인 자원협력위의 신 ․ 재생에너지 그룹 운영을 활성화하

여 신 ․ 재생 협력사업 적극 발굴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개도국 신 ․ 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하고, 선진국 시

장 진출을 위한 운전이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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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 우리기업의 독자적인 선진국

시장 진출 추진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 유 ․ 무상 사업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국

제시장 진출 추진

□ (지역별맞춤형전략) 국가별 신 ․ 재생 정책, 부존자원, 시장 성숙도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ʼ14.10월)

<표 2-10>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별 진출전략(안)

도입기 도약기 안정기

특 징
◦관련 산업 발달 및 제도 

구축 미비
◦정부주도의 신 ․ 재생 제도 

운영
◦안정화된 정책 및 

민간중심제도 운영

주요지역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 ◦EU, 일본, 미국 등

진출전략

◦관련 제도 운영 경험 전수
(교육훈련 등)

◦국내와 유사한 기반 조성 
후 실증거쳐 관련산업 
동반진출

◦정부조달시장 중심 진출
◦ADB 등 국제기구펀드를 

활용

◦원가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제품 중심의 시장 진출 
지원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Action
Plan

◦공무원 초청교육
◦ODA 등 공적원조 활용

◦정상외교 등 
정부간협력채널 강화

◦ODA 등 공적원조활용
◦프로젝트 수주 중심지원

□ (북한지역) 개성공단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남북관계 상황진전에 따라 단계적 보급

확대 검토

◦ 연간 발전량(ʼ12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4% 수준이며, 수력발전 비중이 63%를 차지, 

풍력의 경우 개발잠재량 풍부

    * 북한 ʼ12년 발전량 (통계청) : 215억kWh, 수력 62.8%, 화력 37.2%

    * 평남 양덕군 지역 : 평균풍속 18m/sec이상, 연간 17억kWh 공급가능 수준

<표 2-11> 보급대상, 에너지원, 보급방식 등 단계별 전략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 개성공단 개성공단 인근 병원, 학교 기타 유망지역

용도 저온열공급, 소규모발전 저온열공급, 소규모발전 발전용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태양광 등

재원 무상보조 무상보조 및 융자 민간투자 병행

비고
ʼ15년 시범사업

(1MW급 태양광) 추진
동설비는 타목적 사용 어려움, 
병원은 연중 온수수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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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본격적 진출에 대비하여 북한내 부존 신 ․ 재생자원조사, 정책, 보급여건 등 신 ․
재생에너지 진출여건 기초조사 추진

4. 새로운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국내 활용가능한 새로운 신 ․ 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

◈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 ․ 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선도투자 
진행

□ (신규 에너지원) 부존 신 ․ 재생 자원이 제약된 여건을 감안 활용가능한 신규에너지원

을 적극 발굴 

◦ (신규 발전원) 지열, 조류, 태양열발전 등 기술개발 ․ 실증단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여 본격적인 투자 유도

◦ (자가용 발전) 태양광 대여(Rental), 에너지기부 활동(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발전

량을 RPS 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 (ESS) 풍력 설비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를 상향하여 신 ․ 재생 피크기여도를 제고

하고, 향후 타 에너지원 설비로 확대 

◦ (열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신 ․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실적

으로 인정하여 온배수 활용도 제고

  - 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유리온실 ․ 축사 등 농축산시설 건설시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

너지를 공급하여, 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 대책으로 활용

□ (수송)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추진

◦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 ․ 재생에너지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제도 시행(ʼ
15.7월)

◦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로드맵을 제시하고,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가스는 추후 검토

◦ 규정된 혼합비율 이상 혼합하는 경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RPS 이

행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열) 신 ․ 재생에너지 열 공급 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추진

◦ 건축물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 

도입 추진

◦ 우선적으로 대규모 신축 건축물(주택, 공공 제외)에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



80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 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

   * 관련 산업(신 ․ 재생에너지 열산업)의 공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세부 시행시기 확정

□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 통합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 (전기 ․ 열 ․ 수송)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합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확대 

  - 전기 ․ 열 ․ 수송 신 ․ 재생 공급실적에 인증서를 발급, 분야별 제도간 인증서 거래를 통

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RPS 공급의무자 A발전사가 열병합 설비인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설시 열공

급에 따른 열공급인증서를 RPS 의무이행실적으로 활용

5. 신 ․ 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 (기술개발) 상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단기과제와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추진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신 ․ 재생 고용창출 연계

□ (단기 추진과제)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정책연계형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① (발전단가저감) 투자비용 최소화를 통해 원활히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신 ․ 재생에너

지원별 연도별 단가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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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원별 발전단가 저감 시나리오(원/kWh) 



81신․재생에너지관련 법, 기본계획, 정책 및 제도

<표 2-12>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저감형 기술 

에너지원 발전단가 저감형 기술(예시)

태양광
셀 제조시 공정 간소화 기술, 인버터 직교류 변환효율 향상기술, 
태양광 조사(照射)시 셀 난반사 억제기술

풍력 단위 터빈용량 증대기술, 단지 최적설계 기술, 해상풍력 계통연계기술(해저케이블 등)

연료전지 스텍 고효율화 기술, 대형화 기술

②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화 단계 중(내) 

애로기술 ․ 사업성 제고 기술개발 지원 

    * 공정기술, 패키지화, 자동화, 대량생산 장비기술, 신뢰성검증 등 

  - 우수 R&D 성과에 대해서는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함으로

써 사업화를 촉진

    * ʼ14년부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저리융자) 신설, 향후 지속확대 추진

③ (해외진출 ․ 실증) 기술개발-상용화 전 단계에서 해외진출 지원

  - 유망진출국 현지 사정에 특화한 수출주도형 R&D과제 확대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대형 풍력, IGCC 등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신뢰성(수명,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 실증 R&D 확대

  - 단시간 내에 이력(track record)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종료 

이전에 실증과제를 시작 가능토록 개선 

④ (보급정책 연계형 R&D) 정책에 부합하는 R&D과제를 추진하고 개발제품을 보급과 

연계하는 ʻR&D↔보급ʼ 선순환체계 구축

  - 보조금 사업, 의무화 등 보급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R&D과제를 발굴하

고, 시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제품개발 지원

<표 2-13> 정부 보급정책별 맞춤형 R&D 예시

정부 보급정책 보급사업 관련 R&D

주택 보급사업 태양열 보일러 원스톱 관리기술, 저가 모듈 양산기술 등

융복합 보급사업 지열+태양열 융합기술, 태양광+연료전지 융합기술 등

건물에너지 의무화 창호형 BIPV 디자인 표준화 기술 등

RHO 신 ․ 재생에너지 이용 대형 난방공급 시스템 기술 등

RPS 수력 ․ 해양 사이트 개발, 계통연계 기술 등

□ (중장기 추진과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 기술 및 융복합형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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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 10년 이내 산업화를 목표로 신 ․ 재생 분야 핵심 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투자 확대

  -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등 핵심기술분야와 부유식 초대형 해상풍력기술 등에 집중 

투자

◦ (융복합) 기존 원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간, 시스템간 융 ․ 복합형 

R&D 추진

  -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 ․ 재생 하이브리드 시스

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창출을 연계

◦ (국가자격증)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

    * ʼ13년부터 태양광 발전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ʼ13년 67명 취득)

    * 발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보유시 정부지원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우대

◦ (R&D 연계 고급인력양성) 신 ․ 재생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애로기

술 해결을 위한 R&D 연계 고급 인력양성 신규 추진

◦ (표준 ․ 인증 전문인력) 표준 인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ʻ신 ․ 재생

에너지 표준 ․ 인증 아카데미ʼ 운영

    * ʼ1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신 ․ 재생에너지센터), 표준협회 운영 예정

6.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 (표준 ․ 인증)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 국내외 인증기반 강화

◈ (규제개선) 신 ․ 재생 관련 규제 ․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

□ (표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표준선점

◦ 신 ․ 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를 위해 ʼ16년까지 국제표준(IEC/ISO) 55종

을 KS로 신규 도입 ․ 제정 추진(신 ․ 재생에너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 66% 수준)

◦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진행 중인 국제표준(5종)은 ʼ15년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신규 

표준(5종)은 ʼ16년 말까지 제안

□ (인증)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KS로 통합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고, 신 ․ 재생 분야 KS 인증기관 지정 

검토(에너지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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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재생 보급정책의 안정적 운영,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원활화를 위해 신 ․ 재생에너

지 설비의 모델별 KS인증제도 운영

◦ 해외진출시 국내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대한 국가간 상

호인정을 확대 추진 

    * 현재, 태양광만 국가간 상호인증이 가능한 국가인증기관(에관공) 자격 획득

□ (테스트베드) 중소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등 신 ․ 재생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제품의 시험 ․ 평가 ․ 신뢰성

장비가 포함된 1단계 테스트베드 구축(~'14년)

    * [태양광] 충청권/대경권/호남권, [풍력] 동남권/호남권, [연료전지] 대경권

◦ 1단계 테스트베드를 거점으로 전문 중소 ․ 중견기업의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2

단계 산 ․ 학 ․ 연 통합 클러스터 구축(ʼ16년~)

□ (규제 개선) 설비 보급관련 규제 합리화 및 하위지침 정비

◦ (전문기업 신고제도 폐지) 낮은 신고기준과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변별력이 떨어진 전

문기업 신고제도 폐지

    *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ʼ14년) 9,747업체 중 약 3% 수준인 288업체만 보급사업

에 참여하는 등 전문기업제도의 실효성 상실

◦ (건축물 인증 폐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신 ․ 재생 건축물 인증제

도를 폐지, 건축물효율등급제도로 일원화

◦ (설비 ․ 부품 공용화 폐지) 대부분 표준부품을 사용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용화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시공 ․ 인증기준에 반영 

◦ (하위지침 정비) 신 ․ 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6개 하위지침 (에너지관리

공단 운영) 전면 개정 ․ 보완

□ (홍보) 신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에너지자급률 등에 대한 편익을 체감

할 수 있는 홍보전략 추진

◦ 정부와 신 ․ 재생 공급의무자가 함께 ʻ신 ․ 재생에너지 홍보협의체ʼ를 구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신 ․ 재생에너지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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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1차 에너지 대비 신 ․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 5.0%, ̓25년 

7.7%, ʻ30년 9.7%, ʻ35년 11.0% 달성키로 제시하였다. ʼ14년~ʼ35년 기간중 신 ․ 재생에너

지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동 기간 연평균 0.7% 증가에 그친 1차 에너지 수요를 상회하는 

수치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표 2-14> 1차에너지 기준 신 ․ 재생 비중 목표  

구  분 2012 2014 2020 2025 2030 2035

신 ․ 재생 비중 3.2% 3.6% 5.0% 7.7% 9.7% 11%

구체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각 ̓12년 기준 ̓35년 보급목표는 폐기물(68.4→29.2), 풍력(2.2

→18.2), 태양광(2.7→14.1)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표 2-15> 1차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단위 : %)

구분 2012 2014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0.3 0.5 1.4 3.7 5.6 7.9 21.2

태양광 2.7 4.9 11.7 12.9 13.7 14.1 11.7

풍력 2.2 2.6 6.3 15.6 18.7 18.2 16.5

바이오 15.2 13.3 18.8 19.0 18.5 18.0 7.7

수력 9.3 9.7 6.6 4.1 3.3 2.9 0.3

지열 0.7 0.9 2.7 4.4 6.4 8.5 18.0

해양 1.1 1.1 2.5 1.6 1.4 1.3 6.7

폐기물 68.4 67.0 49.8 38.8) 32.4 29.2 2.0

동 계획에서는 R&D 분야에 대해 상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단기과제와 미래원천기술 확보

를 위한 중장기과제로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단기추진과제는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정책연계

형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발전단가 저감,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 실증, 

보급정책연계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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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개발 목표

태양광
-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Grid Parity 달성
- BIPV, 염료감응, 유기 등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 인증기반 확대, 박막 태양광 장비개발 인프라 구축

풍력

- 기술선도로 `20년 해상풍력 세계 3대 강국 도전
- 5MW급 이상 대형풍력 발전 시스템 기술 국산화 및 실증
- 차세대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 미래 풍력시장 선점위한 대형시스템 상용화 기반 구축

수소 ․ 연료전지
-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건물용/수송용 시스템 개발로 시장 창출
- 다목적/다연료(부생수소, 바이오가스) 연료전지개발

 ① (발전단가저감) 투자비용 최소화를 통해 원활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신 ․ 재생에

너지원별 연도별 단가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②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화 단계 애로

기술 ․ 사업성 제고 기술개발 지원(우수 R&D 성과에 대해서는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

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

③ (해외진출 ․ 실증) 기술개발-상용화 전 단계에서 해외진출 지원(유망진출국 현지 사정

에 특화한 수출주도형 R&D과제 확대)

④ (보급정책 연계형 R&D) 정책에 부합하는 R&D과제를 추진하고, 개발제품을 보급과 

연계하는 ʻR&D↔보급ʼ 선순환체계 구축(보조금 사업, 의무화 등 보급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R&D과제를 발굴하고, 시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제품개발 지원)

 <표 2-16> 정부 보급정책별 맞춤형 R&D 예시 

정부 보급정책 보급사업 관련 R&D

주택 보급사업 태양열 보일러 원스톱 관리기술, 저가 모듈 양산기술 등

융복합 보급사업 지열+태양열 융합기술, 태양광+연료전지 융합기술 등

건물에너지 의무화 창호형 BIPV 디자인 표준화 기술 등

RHO 신 ․ 재생에너지 이용 대형 난방공급 시스템 기술 등

RPS 수력 ․ 해양 사이트 개발, 계통연계 기술 등

다음으로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 기술 및 융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

할 예정이며 미래기술, 융복합 기술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각원별로 특화된 기술개발에 주력

할 예정이다.

<표 2-17>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목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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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개발 목표

바이오 ․
폐기물

- `20년 세계 5대 바이오 ․ 폐기물 산업 강국 도전
- 비식용원료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국산화 
- 열분해 유화, 폐기물 가스화 원천기술 확보
- 하수슬러지 및 DRF 전용 발전 플랜트 개발
- 폐기물 합성가스 이용 연계시스템 개발

태양열
- 보급형 제로에너지 태양열주택 표준화
- 수출형 태양열 발전 시스템 상용화
- 산업공정 연계형 태양열시스템 보급

해양
- 해양에너지 변환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자립
- 조류, 해수염분차 등 해양신기술 확보
- 대규모 단지화 기술 개발

지열
- 지열발전플랜트 상용화 기술 확보
- 지열 냉난방시스템 고성능 대용량화 개발

수력
- 노후수력 발전기 대체 설비 국산화 
- 미활용 소수력 자원 활용 확대
- 수차개발 국산화 및 수출기반 구축

IGCC
- 한국형 IGCC 설계기술 자립 및 실증플랜트 건설
- IGCC 저비용 고성능기술 확보
- 액화공정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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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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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편 |

신 ․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기술현황

Scene 01

신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기술개발

Scene 02

신 ․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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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기술개발

Scene 01
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 ․ 재생에너지정책실장  최 창 기

제1절  개  요

세계역사의 발전단계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의 변천사라 볼 수 있다. 화석연

료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 21세기는 청정한 신 ․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

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의 

흐름은 석유시대에서 천연가스시대를 거쳐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 ․ 재생에너지 시대

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진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구

체적 조치로서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기관의 신 ․ 재생에너

지 설치 의무화,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전략 아래 2035년 1차에너지 기준 11%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1. 개발 및 보급 시작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은 1950년대에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기록들이 

남아 있으나,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심각한 석유파동을 경험한 후에 정부에서는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기반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 ․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

용을 위한 관련 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개발 및 보급이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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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개발 및 보급 관련 기관과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학교 및 산업체 등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전문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 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지금은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에 농촌

에서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농가 보조연료로 이용하였다. 농촌진흥청

에서는 1969년부터 농촌에 소규모의 메탄가스 발생조를 연차적으로 보급시켰는데 1969년

에 444기, 1970년에 740기, 1975년에는 23,488기에 달하였다. 1979년 7월에 전국의 메

탄가스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2,499기가 가동되어 당초 전국 보급수의 

20% 정도로 저조한 가동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주요원인은 장치설계, 조업 및 사후 관

리의 미숙임이 판명되었다.

태양열의 경우 1950년대 연료난을 겪으면서 농촌사회에 태양열을 이용, 보급시키고자하

는 의지의 표시로 일련의 시험연구가 실시되었다.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태양열 이용과 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논의되었으며, 

원자력연구소가 1974년 ʻʻ태양열 집열기의 성능ʼʼ 및 ʻʻ태양의 집 설치 및 실험에 관한 연구ʼʼ
를 학회지에 발표한 것을 필두로 여러 곳에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66년까지 태양열을 집열하는 이용기술을 시

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연구팀은 태양의 집 시험연구를 외국산 집

열기를 수입하여 1975년 6월~11월 주택전시실에 설치 ․ 실험하였다. 이 무렵 12평 농촌전

시주택에 국내에서 제작한 집열기, 축열조 및 기타 부품을 설치하고 보조열원을 보충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78년을 전후하여 태양열에 관한 국내 관심이 고조되어 KIST 

부설 태양에너지연구소가 1978년 5월 1일 발족하는 등 학계, 산업계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의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풍력의 경우, 서구식의 풍차가 1950년에 이용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주로 양수용

으로 이용되어 있었고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강원도 난곡 독일농장의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 외에 설치된 곳은 4~5개소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풍차가 설치되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1972년 10월 경북 울진군에 5kW가, 1974년 6월 전북 부안군에 

그리고 1976년 1월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에 1kW 풍차가 세워졌다. 국내 최초의 풍차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학원에서 1974년부터 시작하여 2kW 시제품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

군 엇섬마을에 설치하였고 풍력양수기를 충남 서산 삼화목장에 설치하였다. 1980년 전국 풍

차 발전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민간에서 4기, 과학기술원과 KIST에서 7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력발전의 경우 1950년 6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향촌마을에 소계곡 수력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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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 수차를 개발하여 130등에 불을 켰다. 1954년에 ʻ한국수력개발ʼ이 창립되어 광주, 

순천, 양평 등 농촌지역사회의 소수력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기존 물방아를 프란시스 수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1958년에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시범부락인 경기도 광주군 태

촌면 광동리에 3마력 프란시스 수차를 설치한 제1호 정미기가 가동되어 연간 도정료 백미 

130가마 이득을 얻어 농촌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안흥소수력은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소수력 발전소로서 정부에서 1970년대 유가 폭등을 계기로 자연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하여 1974년 소수력 지점조사를 통해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발전소를 개발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이 중 입지 조건이 좋은 발전소 개발을 착수하여 이와 같이 시작된 신 ․ 재
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1차,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 초반부터 체계화되기 시작

하여,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인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 이루어져, 태양열온수급탕, 태양광발전, 바이오, 폐기물소각 및 폐열회수 등이 상용화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2. 기술개발 및 보급동향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풍력 등 11개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 2012년말까지 정부자금으

로 17,531억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66개 과제가 실용

화되었다.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술 중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인 

태양열 온수급탕기술,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술, 바이오디젤, 폐기물소각 및 폐열회수 기술

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실용화 내지 상용화단계 진입한 반면 수소 저장 ․ 이용기술 등은 

기초 ․ 응용연구단계로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전반적으

로 선진국의 8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태양광은 89%, 풍력은 83%, 연료전지는 

85% 수준이다.

<표 3-1> 세계 각국의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중('12년 기준)

구 분 한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공급율(%) 3.18 26.8 8.9 6.3 11.9 4.5

주) IEA 2012
자료 : 폐기물, 대수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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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술개발은 1997년 1월에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기준 1차에너지의 

2%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2월에 제2차 국가에너

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신 ․ 재생에너지 개발 ․ 보급목표를 

2006년에 3%, 2011년에 5%로 설정하여 2003년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2008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신 ․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2030

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

라 국내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새로운 목표와 실행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맞추

어 ｢제3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에너지 대비 신 ․ 재생에너지 비중

으로 ʼ15년 4.3%, ʼ20년 6.1%, ʼ30년 11.0% 달성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ʼ20년 이전에 신 ․ 재생에너지의 Grid Parity(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와 동일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정부주도 보급방식에 시장 ․ 민간 주도의 보급방식을 추가하여 보

급정책의 효율성과 민간투자, 참여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보급정책이 기술개발된 국산설

비의 제품화, 시장진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급정책 수립시 기술개발 산업화 측면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 ʼ14년 9월 발표된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개술개발 및 이

용보급 기본계획｣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에너지 대비 ʼ20년 5.0%, ʼ25년 

7.7%, ʼ30년 9.7%, ʼ35년 11%로 제시하고 있다. ʼ35년 11%라는 보급목표는 신 ․ 재생에너

지원의 경제성, 입지여건 및 보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수치이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6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 주민이 참여하여 신 ․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토록 하는 ʻ소비자중심의 신 ․ 재생정책ʼ을 

추진하고, RPS제도의 합리적 보완, 보급 ․ 융자사업 추진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

적인 제도ʼ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성장중인 세계 신 ․ 재생에너지 시장선정을 위해 ʻ신 ․ 재생

에너지 해외시장 진출ʼ을 확대하고, ʻ신 ․ 재생에너지 R&D 역량ʼ을 강화하고자 하며, 마지막

으로 인증제도의 일원화,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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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윤 창 열

제2절  신 ․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1. 잠재량 산정 개요

신 ․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potential)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신 ․ 재생에너지 자원

량의 총량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국내 신 ․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적용되었다. 

신 ․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잠재량의 정의와 연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과 결합하여 지역별 분포특성

에 대한 세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진보와 시장성 확대에 관련한 시간적 요소

와 결합하여 보다 현실적인 양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일반적으로 이론적 잠재량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 피라

미드형 구조를 이루며, 잠재량 산정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자원량

(자연환경조건),  지리적인 여건, 기술요소(에너지효율, 가동률, 수거율 등) 환경성, 기술진

보율 등에 관한 표준계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잠재량 정의에 따라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잠재

량 총량을 단계별로 산정하였다. 다만,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잠재량

을 제외한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수치만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장 잠재량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존재하

는 신 ․ 재생에너지 자원량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용어를 정의하여 활용하였으

며, 각 에너지원별로 총량을 산정하였다.

<표 3-2> 신 ․ 재생에너지 잠재량 신규 정의

구 분 설명
이론적 잠재량

(Theoretical Potential)
우리나라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예: 태양 에너지의 경우 1년 간 국토 총 면적에 도달하는 일사량)

지리적 잠재량
(Geographical Potential)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잠재량
(예: 지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산지, 철도, 도로, 기타 설비제한구역 (문화
재보호구역, 환경보호지역 등)등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Technical Potential)

현재의 기술수준(에너지 효율계수, 가동율, 에너지 손실요인 등을 고려)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 (예: 태양광 효율 16.00%, 태양열 37.45%)

시장 잠재량
(Market Potential)

보급확산을 위한 비용보조수단을 제외한 조건(완전경쟁시장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잠재량으로 적용시점(현재 혹은 미래시점)에 대한 고려 필요(기술 경
쟁성, 환경성, 타 용도 대체 등을 고려)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 ․ 재생에너지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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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월             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춘 천 2.15 2.91 3.73 4.60 5.09 5.06 4.05 4.22 3.82 3.07 2.11 1.83 3.55

북강릉 2.40 2.99 3.68 4.63 4.99 4.65 3.98 3.82 3.60 3.20 2.39 2.17 3.54

서 울 2.02 2.78 3.52 4.38 4.73 4.43 3.30 3.59 3.56 3.08 2.07 1.75 3.27

원 주 2.17 2.90 3.65 4.59 5.03 4.92 3.98 4.14 3.79 3.22 2.20 1.91 3.54

서 산 2.31 3.14 3.97 4.86 5.32 5.01 4.07 4.32 4.04 3.46 2.31 1.98 3.73

청 주 2.25 3.02 3.74 4.69 5.17 4.85 4.05 4.13 3.80 3.29 2.25 1.92 3.60

대 전 2.31 3.12 3.91 4.86 5.18 4.82 4.18 4.31 3.88 3.45 2.41 2.05 3.71

<표 3-3> 신 ․ 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단위 : 103 

toe/년)

구 분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태양 11,370,987 3,767,130 1,161,080

풍력
육상 76,562 24,186 7,713

해상 95,628 47,750 16,711

바이오 367,094 16,590 11,481

폐기물 14,091 13,386 10,360

지열 5,253,414 2,115,869 12,528

수력 43,427 22,698 7,250

해양
에너지

조류 591,873 196,999 31,344

조력 7,878 3,033 1,893

파력 17,597,206 3,519,441 106,468

해수 온도차 6,006 5,410 4,847

총     계 35,424,166 9,732,492 1,371,675

2. 원별 자원 잠재량

가. 태양에너지

(1) 개요

① 수평면 전일사량

198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관측한 측정자

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서 측정된 수평면 전일사량은 전국이 하루에 

3.63kWh/㎡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대하여 

1982 ∼ 2012년 기간 동안의 월별 수평면 전일사량 평균값을 <표 3-4>에 제시하였다. 

<표 3-4> 우리나라 주요지역의 월별 1일 평균 수평면 전일사량(1982~2012)
(단위 : kW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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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월             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포 항 2.52 3.15 3.83 4.80 5.15 4.82 4.19 4.15 3.58 3.34 2.61 2.34 3.71

대 구 2.37 3.06 3.88 4.74 5.09 4.73 4.11 4.00 3.60 3.31 2.45 2.18 3.63

전 주 2.15 2.82 3.64 4.62 4.96 4.63 3.96 4.01 3.71 3.32 2.28 1.90 3.50

광 주 2.33 3.09 3.92 4.84 5.17 4.65 4.10 4.23 3.91 3.57 2.52 2.09 3.70

부 산 2.62 3.24 3.87 4.69 5.05 4.68 4.29 4.44 3.70 3.49 2.70 2.40 3.76

목 포 2.32 3.13 4.06 5.03 5.37 4.91 4.50 4.82 4.18 3.74 2.60 2.07 3.89

제 주 1.45 2.37 3.44 4.61 5.13 4.71 4.91 4.61 3.84 3.38 2.22 1.49 3.51

진 주 2.72 3.39 4.13 4.93 5.19 4.67 4.30 4.31 3.89 3.71 2.79 2.52 3.88

영 주 2.25 2.98 3.80 4.72 5.16 4.80 4.06 4.10 3.78 3.28 2.36 2.06 3.61

평 균 2.27 3.01 3.80 4.72 5.11 4.77 4.13 4.20 3.79 3.37 2.39 2.04 3.63

(단위 :kWh/㎡/day)

[그림 3-1] 전국 연평균 1일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

수평면 전일사량을 계절별로 분석하였을 경우,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좋은 

계절은 봄철과 여름철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일사량보다도 각각 25%, 20%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을철과 겨울철은 각각 12%, 33% 정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 계절별 평균 수평면 전일사량의 비교
(단위 : kWh/㎡/day)

계 절
 구 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연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4.54 4.37 3.18 2.44 3.63 (A)

/ A 1.25 1.20 0.88 0.67 1.00

[그림 3-1]은 지난 31년 동안(1982 ∼ 2012) 

측정된 실측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근접지역 간

의 일사량을 거리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 보간법

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국 연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분포 현황도이다.

연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조건이 좋은 순으로 지

역대를 나누면, 중서부 남해안지방과 태안반도 일

대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김해 및 나주평야 일대, 그리고 대전-영주

-안동-상주 분지, 남원-대구-경주 분지를 잇는 

일대, 중부이북지방, 제주도 순으로 나타났다. 서

울지방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일사량을 기록하였으

며, 이는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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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측정지가 제주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라산 이북지방의 일

사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수평면 전일사량 분포 특성은 [그림 3-2]∼[그림 3-5]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봄철과 가을철의 수평면 전일사량 조건은 대체로 내륙지방의 지역보다는 해안지방의 

지역이 좋으며, 여름철은 전국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고, 겨울철은 남해지역의 일사

량이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3-2] 전국 봄철 일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

[그림 3-3] 전국 여름철 일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

[그림 3-4] 전국 가을철 일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

[그림 3-5] 전국 겨울철 일평균 수평면 
전일사량 자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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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월             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춘 천 2.97 3.40 3.06 2.95 3.33 3.14 2.29 2.42 3.09 3.03 2.53 2.59 2.90

북강릉 3.09 3.02 2.64 2.77 2.50 2.13 1.73 1.67 2.32 2.72 2.76 2.87 2.52

서 울 2.67 3.09 2.75 2.87 2.97 2.30 1.30 1.62 2.31 3.00 2.44 2.27 2.47

원 주 2.52 2.95 2.65 2.77 2.91 2.57 1.88 2.28 2.95 3.20 2.67 2.60 2.66

서 산 2.54 3.02 2.84 2.87 3.06 2.04 1.57 1.93 2.49 2.96 2.30 2.07 2.47

청 주 2.82 3.29 3.12 3.27 3.44 2.60 1.84 2.16 2.83 3.23 2.61 2.56 2.81

대 전 3.02 3.52 3.29 3.47 3.59 2.73 2.05 2.59 3.12 3.74 3.02 2.89 3.09

포 항 3.56 3.49 2.85 3.37 3.67 2.85 2.33 2.91 2.98 3.59 3.32 3.30 3.19

대 구 2.99 3.11 2.70 2.41 2.42 1.77 1.49 1.51 1.99 2.34 2.46 2.98 2.35

전 주 2.61 2.94 2.92 2.85 3.23 2.21 1.82 2.22 2.63 2.95 2.56 2.33 2.61

광 주 2.51 3.09 3.09 3.50 3.54 2.31 2.05 2.37 3.12 3.59 2.75 2.38 2.86

부 산 3.73 3.69 2.90 3.33 3.05 2.55 2.34 2.89 2.74 3.32 3.32 3.80 3.14

목 포 1.80 2.18 2.23 2.31 2.11 1.53 1.45 1.72 2.23 2.80 2.23 1.97 2.05

제 주 0.88 1.82 2.26 2.78 3.26 2.41 3.30 2.60 2.79 2.83 1.83 1.02 2.32

진 주 3.45 3.36 3.02 3.22 3.06 2.13 2.08 2.33 2.90 3.40 3.37 3.53 2.99

영 주 2.93 3.23 2.84 3.08 2.99 2.11 1.68 1.88 2.46 3.28 3.06 3.08 2.72

평 균 2.76 3.08 2.82 2.99 3.07 2.34 1.95 2.19 2.68 3.12 2.70 2.64 2.70

② 법선면 직달일사량

대기권 내에 입사하는 태양광선은 대기를 구성하는 입자에 따라 흡수 및 산란되는 양이 존

재하며, 이에 따라 감퇴해서 지구 표면 위에 도달되게 되는데, 이 중 그 방향이 변하지 않고 

지표면에 직접 도달되는 성분을 직달일사량이라고 한다. 태양의 위치를 따라 움직이는 추적

식 관측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항상 입사면에 수직하게 도달하는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값은 추적형 설비를 활용하는 태양열발전 등의 성능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16개 지역에 대한 199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실측자료를 토대

로 법선면 직달일사량을 분석하여 보면, <표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지역에서 하루

에 연평균 2.70kWh/㎡/day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전국 주요지역의 월별 연평균 1일 법선면 직달일사량
(단위 : kWh/m2/day)

계절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3-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봄철의 법선면 직달일사량 조

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은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각 

계절별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율은 봄철이 10% 높았고, 가을철과 겨울철은 각각 5%, 4 % 

높은 반면, 여름철은 연 평균치에 비해 20%나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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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국 연평균 1일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분포도

<표 3-7> 계절별 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의 비교
(단위 : kWh/m2/day)

계  절
구 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연평균

(A)

 법선면 직달일사량 2.96 2.16 2.84 2.82 2.70

/ A 1.10 0.80 1.05 1.04 1.00

[그림 3-6]은 지난 21년 동안(1992∼2012) 측

정된 실측된 자료의 평균치를 가지고 근접 지역 간

의 일사량을 거리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 보간법

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국 연평균 법선면 직달일사

량 분포 현황도이다.

한편, 3.0kWh/㎡/day 이상의 법선면 직달일

사량을 받는 매우 좋은 지역은 대전분지 일원과 포

항-부산을 잇는 일대로 나타났으며, 또한 2.6∼

3.0kWh/㎡/day 정도로 법선면 직달일사량이 비

교적 큰 지역은 진주분지 및 김해평야 일대, 춘천-

원주-청주를 잇는 일대, 영주분지 일원과, 광주지

역 일대로 나타났다. 법선면 직달일사량이 비교적 

낮은 2.2 ∼ 2.6kWh/㎡/day 수준의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서산-전주를 잇는 지역, 

대구, 해안지역인 북강릉, 제주로 나타났으며, 2.2kWh/㎡/day 정도로 매우 작은 지역은 

역시 해안지역인 목포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분포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3-7]∼[그림 3-10]에서와 같이 봄철은 춘천분지 

일원과 청주-대전-전주-광주-진주-부산-포항지역 일원을 잇는 분지지대에서 높게 나

타나고 있는 반면에, 해안지역인 목포 일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여름철은 전반적으로 연 평균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와 춘천, 경주분지 

일원에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 대구와 

해안지역인 서산, 목포, 북강릉 일원과 제천-영주-안동-상주를 잇는 분지 일원에서는 낮

게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은 대전과 광주-진주-부산-포항지역을 잇는 지역 일원에서 타 지역에 비

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지역인 서울, 대구, 그리고 해안지역인 서산과 목

포-제주지역을 잇는 일원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동해안지역과 남해동부지역 일

원에서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서산-목포-제주지역를 잇는 서해안 일원

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그림에서와 같이 남한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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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이 원인은 특히, 겨울철의 기상조건이 이

들 지역의 법선면 직달일사량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전국 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 분포도

[그림 3-8] 전국 여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 분포도

[그림 3-9] 전국 가을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 분포도

[그림 3-10] 전국 겨울철 일평균 법선면 
직달일사량 자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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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량 산정결과

① 이론적 잠재량

30년(1982~2011) 동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측정된 16개 지점의 데이터(수평면 전일

사량)를 바탕으로 격자별(1km×1km) 국내 표준 일사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토 전반에 존재하는 태양에너지 전체의 자원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표 3-8> 태양에너지 이론적 잠재량

시 도 명
이론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TWh/년)

설비용량
(GW)

서울특별시 62,755 730 537

부산광역시 90,308 1,050 773

대구광역시 100,742 1,172 862

인천광역시 105,186 1,223 900

광주광역시 58,833 684 504

대전광역시 62,774 732 538

울산광역시 122,641 1,426 1,050

경기도 1,049,280 12,203 8,982

강원도 1,870,877 21,758 16,015

충청북도 852,069 9,910 7,294

충청남도 1,008,975 11,734 8,637

전라북도 871,764 10,139 7,463

전라남도 1,445,007 16,805 12,370

경상북도 2,199,258 25,577 18,826

경상남도 1,266,976 14,735 10,846

제주특별자치도 203,542 2,367 1,742

합 계 11,370,987 132,245 97,339

② 지리적 잠재량

GIS 도구를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산지지역, 환경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

지역, 도로, 철도 등 설비 도입이 어려운 제한지역을 배제하여 추출하였다. 산지지역의 경

우에도 태양에너지 설비도입 사례가 있으니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값으로 현 연산에서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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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명

지리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TWh/년)

설비용량
(GW)

서울특별시 44,127 512 378

부산광역시 41,716 485 357

대구광역시 40,515 471 347

인천광역시 52,084 606 446

광주광역시 34,393 400 294

대전광역시 23,603 275 203

울산광역시 39,127 455 335

경기도 424,353 4,935 3,633

강원도 248,295 2,888 2,125

충청북도 249,938 2,907 2,140

충청남도 497,906 5,791 4,262

전라북도 387,530 4,507 3,317

전라남도 600,320 6,982 5,139

경상북도 586,351 6,819 5,019

경상남도 397,073 4,618 3,399

제주특별자치도 99,799 1,161 854

합 계 3,767,130 43,812 32,248

<표 3-9> 태양에너지 지리적 잠재량

③ 기술적 잠재량

기존 설비 에너지 생산량 데이터를 근거하여, 실 환경에서의 표준계수를 아래와 같이 산

정하였다. 

∙ 음영을 고려한 집광판 및 집열기 설치면적 비율 : 82.3% 

∙ 집열기, 집광팡 설치면적비율(설비 이격거리 고려) 및 추출된 격자별 설비효율평균

: 태양광 16.00%(실리콘형), 태양열 37.45%(평판, 진공관형)

위의 설비요소를 적용하여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기술적 잠재량으로 산출하였

으며, 남한 전체에 걸친 기술적 잠재량은 보다 높은 효율계수를 가진 태양열설비를 기준으

로 산정하였다. 



105신․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기술개발

시  도  명
기술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TWh/년)

설비용량
(GW)

서울특별시 13,667 158 117 

부산광역시 12,920 150 111 

대구광역시 12,500 145 107 

인천광역시 16,121 187 138 

광주광역시 10,537 123 90 

대전광역시 7,301 85 63 

울산광역시 12,184 142 104 

경기도 131,385 1528 1125 

강원도 77,334 899 662 

충청북도 77,065 896 660 

충청남도 154,153 1793 1320 

전라북도 118,045 1373 1010 

전라남도 183,300 2132 1569 

경상북도 181,921 2116 1557 

경상남도 123,524 1437 1057 

제주특별자치도 29,123 339 249 

합 계 1,161,080 13,503 9,939

<표 3-10> 태양 에너지 기술적 잠재량

나. 풍력

(1) 개요

남한 풍력자원 잠재량을 육상 풍력자원과 해상 풍력자원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육상과 해상은 풍력단지의 입지조건이 상이하며 풍력터빈(wind turbine)도 육상용과 해상

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풍력자원 잠재량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구축한 공간해상도 100m급의 고해상도 

풍력바람지도와 공간해상도 30m급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풍력발전 이론적, 지리적 그리

고 기술적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즉, 영토와 영해 전 면적에서 풍력터빈 설치가 불가능한 면

적을 배제하여 지리적 잠재량을 산정하였으며, 기술적 잠재량은 육상은 지상고도 100m에

서 풍력밀도가 250W/m2 (바람등급 2) 이상, 해상은 300W/m2 (바람등급 3) 이상인 영역을 

경제성 측면에서 개발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설치가능한 설비용량은 미국 재생에너

지연구소(US NREL)에서 제시한 잠재량 산정기준에 따라 용량밀도 5MW/km2를 육·해

상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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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상 풍력자원 잠재량 산정개요

이론적 잠재량
육상(영토) 전면적에 풍력터빈을 5MW/km2 용량밀도로 설치한 경우
(이론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량의 2% 수준)

지리적 잠재량
영토 중 도시, 수계, 도로, 급경사지 등 개발 부적합 면적을 제외한 경우
(전 영토의 32% 가용)

기술적 잠재량
지리적 부적합지를 제외한 영토 중 풍력밀도 250W/m2 이상인 경우
(전 영토의 10% 가용)

(나) 해상 풍력자원 잠재량 산정개요

이론적 잠재량
해상(영해) 전면적에 풍력터빈을 5MW/km2의 용량밀도로 설치한 경우
(이론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량의 2% 수준)

지리적 잠재량
영해 중 수심 200m 이하인 영역 중 항로, 항만, 해저구조물, 어장, 어초 등 개발 부적합 
면적을 제외한 경우 (전 영해의 50% 가용)

기술적 잠재량
지리적 부적합지를 제외한 영해 중 풍력밀도 300W/m2 이상이며 수심 50m 이하인 
경우 (전 영해의 18% 가용)

*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은 연중 풍력발전기가 최대출력으로 가동하는 비율임

(2) 잠재량 산정결과

잠재량 산정결과에 의하면 남한 육 ․ 해상 풍력자원 이론적 잠재량은 총 172백만toe/년

(설비용량 910GW)이며, 지리적으로 풍력발전 설비가 입지할 수 없는 면적을 배제한 지리

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의 40%(육상 32%, 해상 50%)에 해당하는 72백만toe/년(설비용

량 365GW)으로 산정되었다. 기술적 잠재량은 지리적 부적합지를 제외한 면적 중 MW급 

풍력터빈이 설치되어 상업운전을 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풍력자원 조건

으로, 육상은 바람등급 2 이상, 해상은 바람등급 3 이상이며 수심 50m 이하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른 기술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의 14%(육상 10%, 해상 17%)에 해당하는 24백

만toe/년(설비용량 121GW)으로 산정되었다. 참고로 풍력자원지도로 재분석한 바에 따르

면, 우리나라 풍력터빈 중 77%는 바람등급 3 이상 지역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는 바람등급 

2 이하에 설치되었다.

<표 3-11>부터 <표 3-13>은 각각 행정구역별 이론적, 지리적 그리고 기술적 잠재량을 

발전량, 설비용량 및 개발가능 면적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육상 풍력자원 잠재량의 경우 

고산지대인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해상 풍력자원 잠재량의 경우 수심이 낮은 전라남도의 서

남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은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개발가능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로, 육상은 해발고

도가 높을수록 개발가능성이 높으며 해상은 수심이 낮고 해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개발적

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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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육상 및 해상 풍력단지 개발가능 영역(검은색)

<표 3-11> 행정구역별 풍력자원 이론적 잠재량

시도명

육상 잠재량 해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경기도 5,976 69,502 56.7 11,334 16,916 196,729 74.9 14,972 

강원도 16,523 192,167 84.4 16,875 4,836 56,239 21.4 4,280 

충청남도 4,649 54,068 44.1 8,817 8,066 93,810 35.7 7,139 

충청북도 3,906 45,421 37.0 7,407 0 0 0.0 0 

전라북도 4,749 55,231 39.4 7,881 6,105 71,002 27.0 5,404 

전라남도 8,468 98,480 56.2 11,242 37,411 435,086 165.6 33,112 

경상북도 19,436 226,036 99.2 19,849 4,819 56,048 21.3 4,265 

경상남도 11,048 128,491 61.1 12,223 10,132 117,836 44.8 8,968 

제주도 1,807 21,014 9.2 1,845 7,344 85,407 32.5 6,500 

합 계 76,562 890,411 487 97,474 95,628 1,112,158 423 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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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행정구역별 풍력자원 지리적 잠재량

시도명

육상 잠재량 해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경기도 1,231 14,314 11.7 2,334 6,375 74,138 28.2 5,642

강원도 6,799 79,075 34.7 6,944 1,301 15,134 5.8 1,152

충청남도 2,020 23,493 19.2 3,831 4,603 53,531 20.4 4,074

충청북도 1,418 16,493 13.4 2,690 0 0 0 0

전라북도 1,293 15,032 10.7 2,145 3,872 45,028 17.1 3,427

전라남도 3,001 34,905 19.9 3,985 19,353 225,078 85.6 17,129

경상북도 5,580 64,901 28.5 5,699 2,737 31,836 12.1 2,423

경상남도 2,056 23,908 11.4 2,274 4,503 52,375 19.9 3,986

제주도 788 9,167 4.0 805 5,006 58,215 22.2 4,430

합 계 24,186 281,288 154 30,707 47,750 555,335 211 42,263

<표 3-13> 행정구역별 풍력자원 기술적 잠재량

시도명

육상 잠재량 해상 잠재량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잠재량
(103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면적
(㎢)

경기도 96 1,116 0.9 182 3,947 45,899 18.0 3,596

강원도 1,990 23,138 10.2 2,032 0 0 0 0

충청남도 351 4,088 3.3 667 3,160 36,749 14.6 2,924

충청북도 195 2,264 1.8 369 0 0 0 0

전라북도 228 2,646 1.9 378 3,102 36,072 14.6 2,924

전라남도 1,436 16,703 9.5 1,907 5,429 63,135 24.1 4,817

경상북도 2,132 24,790 10.9 2,177 20 232 0.1 21

경상남도 601 6,984 3.3 664 1,007 11,714 4.8 961

제주도 686 7,974 3.5 700 47 544 0.2 44

합 계 7,713 89,703 45 9,075 16,711 194,344 76 15,287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의 대용량화, 저풍속형 풍력발전기 기술개발 및 배타

적경제수역(EEZ), 심해로의 해상풍력 개발확대, 풍력단지 입지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완화 

등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풍력자원 잠재량은 특히 해상에서 매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일례로 남한 해상의 잠재량은 영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확대될 경우 개발 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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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2.3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재에는 동해 해상 풍력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지

만 향후에 심해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이 상용화 되면 비약적인 잠재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해외 각국의 풍력발전 기술적 잠재량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미국 육상 500GW, 해상 1,000GW, 중국 육상 250GW, 해상 750GW, 일본 해상 250GW, 

인도 육상 65GW, 덴마크 해상 8GW, 영국 해상 70GW, 독일 해상 13GW 등으로 영토 및 

영해의 면적비로 비교할 때 남한의 잠재량이 유의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풍력바람지도 및 단지개발현황

풍력자원지도(wind resource map)는 지역별 풍속 및 풍력밀도(wind power density)

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지도로, 기상 재해석자료, 기상 관측자료 등의 기상정보 및 수치고도

자료, 토지이용도 등의 지리정보를 입력하여 수치해석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작성된다. [그

림 3-12]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구축한 100m급 남한 풍력바람지도이다. 향후 지속

적인 고해상도화 및 관측자료, 인공위성 원격탐사자료와의 객관분석 및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풍력발전 단지개발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2] 공간해상도별 남한 풍력자원지도

2014년 3월말 현재 국내 풍력설비의 총 규모는 [그림 3-13]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총 

581MW가 보급되었으며, 2013년 2월에 발표된 ʻ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ʼ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16,679MW가 보급될 예정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한진산업,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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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유니슨 등 국산 풍력터빈의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총 풍력설비 중 국산 풍력터빈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육상풍력 보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환경규제가 2014년 9월 산림청 ʻ산지관리

법 시행령ʼ 개정과 당해 10월 환경부 ʻ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ʼ 발표로 완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 육상풍력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3] 풍력설비 보급현황(2014년 3월말)
자료: 풍력산업협회(Wind Power Journal 2014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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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세부자원별 
가용잠재량
(103 toe/년)

부문합계
(103 toe/년) 

% 비고

임산
바이오매스  

침엽수림 119,242

361,807 98.5 -임목통계(2011)활엽수림 126,726

혼료림 115,839

농산
바이오매스  

볏짚 2,201

3,491 1.0 -농업통계(2009)

왕겨 405

보리짚 4

쌀보리짚 16

감자줄기 12

고구마줄기 44

옥수수줄기 36

콩줄기 43

고추줄기 62

참깨줄기 11

다. 바이오에너지

(1) 개요

바이오매스란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

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바이오에너

지 자원은 곡물, 감자류를 포함하는 전분질계의 자원과 초본, 임목과 볏짚, 왕겨와 같은 농

부산물을 포함하는 셀룰로스계의 자원, 사탕수수, 사탕무우와 같은 당질계의 자원은 물론

이고 가축의 분뇨, 사체와 미생물의 균체를 포함하는 동물 단백질계의 자원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원에서 파생하는 종이, 음식찌꺼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도 바이오에너지 자원에 포함된다. 

(2) 잠재량 산정결과

① 이론적 잠재량

바이오매스 자원은 연간 산지의 임목축적에 의한 임산 바이오매스, 경작지의 작물 부산

물을 포함하는 농산 바이오매스, 축산분뇨를 지칭하는 축산폐기물 바이오매스와 도시폐기

물 중 유기물의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 자원을 포함한다.

바이오매스 자원의 이론적 잠재량은 임산 바이오매스(입목)의 총 임목축적량, 농산 바이

오매스, 축산폐기물 및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연간 배출량에 근거한 에너지 환산량으로 

2008~2010년도 전국 시 ․ 군 ․ 구 행정구역별로 실시한 부존량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 바이오에너지 이론적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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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세부자원별 
가용잠재량
(103 toe/년)

부문합계
(103 toe/년) 

% 비고

임산
바이오매스  

침엽수림 3,824

11,309 68.1
- 시업지 연간 임목생장량

시군구 단위 600toe 미만 
지역 제외

활엽수림 3,859

혼료림 3,613

농산
바이오매스  

볏짚 2,196

3,485 21.0
- 시군구 단위 600toe 미만 

지역 제외

왕겨 404

보리짚 4

쌀보리짚 16

부문별 세부자원별 
가용잠재량
(103 toe/년)

부문합계
(103 toe/년) 

% 비고

들깨줄기 23

사과전정지 267

감전정지 44

배전정지 87

포도전정지 196

복숭아전정지 40

축산폐기물
바이오매스

한우분뇨 534

1,403 0.4 -가축통계(2010)

육우분뇨 108

젖소분뇨 234

돼지분뇨 327

육계분 108

산란계분 92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  

음식물폐기물 254
393 0.1

-전국 폐기물 발생(2011)
-공공하수처리장운영결과(2011)1차하수슬러지 139

합  계 367,094 100

② 지리적 잠재량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지리적 잠재량은 임산 바이오매스의 연간 임목축적량, 농산 바이오

매스, 축산폐기물 및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연간 배출량 중에서 지리적으로 일정량 이상

이 배출되어 활용이 가능한 양으로 정의 된다.

연간 임목축적량은 총 축적량의 4%로 정도로 이를 시업지 기준 연간 축적 자원량으로 살펴

보면 2010년도 기준 11,309천 toe이다. 다른 자원 역시 이론적 잠재량 대비 이용가능정도를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지리적 잠재량은 16,590천 toe로 나타났다.

<표 3-15> 바이오에너지 지리적 자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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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세부자원별 
가용잠재량
(103 toe/년)

부문합계
(103 toe/년) 

% 비고

감자줄기 12

고구마줄기 44

옥수수줄기 36

콩줄기 43

고추줄기 62

참깨줄기 11

들깨줄기 23

사과전정지 267

감전정지 44

배전정지 87

포도전정지 196

복숭아전정지 40

축산폐기물
바이오매스

한우분뇨 534

1,403 8.5
- Biogas화 기술적용 
- 시군구 단위 200toe 미만 

지역 제외

육우분뇨 108

젖소분뇨 234

돼지분뇨 327

육계분 108

산란계분 92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  

음식물폐기물 254
393 2.4

- Biogas화 기술적용 
- 음식물폐기물은 시군구 단위 

200toe 미만 지역 제외1차하수슬러지 139

합  계 16,590 100

③ 기술적 잠재량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지리적 잠재량에서 현재의 에너지화 기술을 적용

하여 에너지 제품으로 변환 가능한 잠재량을 의미한다. 임산 바이오매스는 지리적 잠재량에

서 뿌리와 잎 등을 제외한 값으로 6,200천 toe이며, 그 밖의 농산, 축산, 도시폐기 바이오자

원은 지리적 잠재량 전량에 대해 기술적으로 에너지 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

과, 바이오매스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11,481천 toe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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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바이오매스 기술적 잠재량

부문별 세부자원별 
가용잠재량
(103 toe/년)

부문합계
(103 toe/년) 

% 비고

임산
바이오매스  

침엽수림 2,110

6,200 54.0
- 시업지 연간 임목생장량

뿌리, 잎 제외
활엽수림 2,033

혼료림 2,057

농산
바이오매스  

볏짚 2,196

3,485 30.4
- 기술적으로 에너지 제품으로 

변환에 문제없음

왕겨 404

보리짚 4

쌀보리짚 16

감자줄기 12

고구마줄기 44

옥수수줄기 36

콩줄기 43

고추줄기 62

참깨줄기 11

들깨줄기 23

사과전정지 267

감전정지 44

배전정지 87

포도전정지 196

복숭아전정지 40

축산폐기물
바이오매스

한우분뇨 534

1,403 12.2
- Biogas화 기술적용 
- 기술적으로 에너지 제품으로 

변환에 문제없음 

육우분뇨 108

젖소분뇨 234

돼지분뇨 327

육계분 108

산란계분 92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  

음식물폐기물 254
393 3.4

- Biogas화 기술적용 
- 기술적으로 에너지 제품으로 

변환에 문제없음1차하수슬러지 139

합  계 11,481 100

(3) 자원량 총괄 

앞서 상세히 제시된 바와 같이 바이오에너지 부존자원은 연간 약 367,094천 toe 상당이

며, 지리적 자원량은 16,590천 toe로 부존자원량의 4.5%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의 기술로 

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자원은 부존자원의 3.1%에 해당하는 11,481만TOE이

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이론 및 지리적 자원량을 볼 때 미래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임산자원이며, 그 다음 순위인 농산 바이오매스로서 현재는 에너지로의 사용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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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실정이다. 임산 및 농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사용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폐기물 에너지

(1) 개요

폐기물 에너지는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처리하여 얻어

지는 고체⋅액체⋅기체 형태의 연료와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서 발생되는 열, 온수, 증

기, 전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2014년 4월 24일 일부 개정)

또한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산업생산 활동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로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의 범위는 크게 폐기물 고형연료(SRF : Solid-Refused Fuel), 

고분자 폐기물의 열분해 연료유, 가연성 폐기물의 가스화 연료, 소각열 등으로 구분이 가능

하다.

향후에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의 구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내용에서는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발간한 ʻʻ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ʼʼ 자료에 명기된 가연

성 폐기물의 세부 항목을 근거로 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 에너지의 

세부 항목을 결정하고 잠재량을 산출하였다.

첫째, 폐기물 에너지 잠재량은 크게 생활폐기물(가정생활 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

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에서 일정량 

이상의 발열량을 보유한 모든 종류의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채소류 분야는 ʻʻ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ʼʼ 항목과 ʻʻ남은 

음식물류 배출(분리배출 지역일 경우)ʼʼ 항목에 포함된 발생량을 모두 가연성 폐기물에 포함

시켰다.

셋째, 유기성 슬러지(오니)류 중에서 ʻʻ하수 농축 슬러지ʼʼ의 경우는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포함되어 작성되므로, 폐기물 에너지의 경우는 하수 처리 슬러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잠재량

을 계산하였다.

넷째, 폐가스 분야는 국내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분야의 에너지 잠재량 산출에 포함시켰다.

(2) 잠재량 산정결과 

①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집계한 2011년도 기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373,312톤/일로서 전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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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54톤/일에 비하여 약 2.2%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구성비는 생활폐기물 13.1%, 사업

장배출시설계폐기물 37.0%, 건설폐기물 49.9%로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구성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서울, 경북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 ․ 도가 전체 발

생량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48,934톤/일 중에서 23,428톤/일

(47.9%)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발생량 137,961톤/일 중에서 75,177톤/일(54.5%)이 전남, 충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발생량 186,417톤/일 중에서 81,235톤/일

(43.6%)이 경기, 서울,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3-14]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주) ʻʻ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ʼʼ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2)

[그림 3-15] 폐기물 처리 방법 변화 추이
주) ʻʻ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ʼʼ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2)



117신․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및 기술개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은 재활용이며, 2011년도를 기

준으로 재활용율은 83.7%로서 전년대비 0.3%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1도의 폐기물 매립

율은 9.1%로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소각율은 5.6%로서 전년대비 0.3% 증가하

였다.

한편 2011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의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

체에 의한 처리가 9.5%, 처리업체 처리가 83.3%이고, 배출자에 의한 자가 처리는 7.2%로 

집계되었다.

② 잠재량 산출 시나리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 잠재량은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 이론적 잠재량

: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총량을 에너지량으로 환산

(수거율과 실제 폐기물 수거량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을 추산)

▪ 지리적 잠재량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이 가능한 폐기물 양을 이용한 잠재량 산정

(환경부에서 집계하는 ʻʻ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ʼʼ을 근거로 산출)

▪ 기술적 잠재량

: 폐기물의 종류별 표준 발열량을 적용

(폐기물의 종류별로 소각, 열분해 유화, 열분해 가스화 등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

지만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연소 기술이 필요하며, 기준 에너지

회수율 75% 적용, 폐가스의 경우는 에너지 회수율 85% 적용)

③ 잠재량 산출 

2011년도에 지정폐기물을 포함하여 국내 가연성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 잠재량을 발생

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면 <표 3-17>과 같이 10,187,600 toe/년으로서 2011년도의 

국내 총 1차에너지 생산량인 278,698,000 toe의 3.7%에 해당한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 합성고무류, 섬유류 등의 고분

자 화합물이 보유한 에너지 잠재량이 폐기물 전체 에너지 보유량의 47% 정도인 478만 toe/

년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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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처리량 (103 톤/년) 에너지 잠재량 (toe/년) 발생량
기준 시도별 

비율
(%)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합계
(발생량)

매립 
기준

소각
 기준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기준

합계
(발생량 
기준)

서울 564 951 2,209 3,724 138,355 385,415 488,765 1,012,536 11.6

부산 176 298 907 1,381 62,326 179,467 314,701 556,494 6.4

대구 172 154 884 1,210 73,497 85,750 172,091 331,338 3.8

인천 66 469 643 1,178 15,241 164,838 172,067 352,146 4.0

광주 73 95 309 477 29,394 54,196 67,289 150,880 1.7

대전 103 234 451 788 28,252 85,754 109,495 223,501 2.6

<표 3-17>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별 에너지 잠재량 산출 결과 (2011년 기준)

구분
폐기물 
종류

평균
발열량
(㎉/㎏)

처리량 (103 톤/년) 에너지 잠재량 (toe/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
출/기타

합계
매립 
기준

소각
 기준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기준

합계
(발생량 
기준)

생활
 폐기물

+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
건설

폐기물

음식물 620 61 170 4,710 4,941 3,784 10,532 292,033 306,349

종이류 5,500 560 1,228 1,694 3,482 308,131 675,484 931,520 1,915,135

나무류 4,500 129 602 993 1,724 58,161 270,700 447,089 775,950

합성
수지류

8,250 463 2,376 2,805 5,644 381,586 1,960,474 2,314,266 4,656,326

오니류 600 692 1,293 3,803 5,788 41,492 77,607 228,189 347,288

동물성 
잔재물

1,450 66 62 876 1,004 9,548 8,981 126,988 145,517

기 타 1,500 1,101 1,702 1,110 3,913 165,099 255,272 166,533 586,904

합 계 3,072 7,433 15,991 26,496 967,801 3,259,050 4,506,618 8,733,469

지정 
폐기물

사업장
지정

폐기물

폐유 8,500 0.5 262 583 846 425 222,700 495,550 718,675

폐유기
용제

8,000 0 138 610 748 0 110,400 488,000 598,400

고분자
화랍물

8,250 0.1 8 13 21 83 6,600 10,725 17,408

오니류 600 169 21 72 262 10,140 1,260 4,320 15,720

의료
폐기물

합성 
수지류

8,250 0 119 7 126 0 98,175 5,775 103,950

합 계 170 548 1,285 2,003 10,648 439,135 1,004,370 1,454,153

총   계 3,231 7,946 17,147 28,324 978,447 3,698,186 5510,989 10,187,622

※ 참고 자료 : ʻʻ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ʼ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2)
ʻʻ2011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ʼ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2)

<표 3-18>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지역별 에너지 잠재량 산출 결과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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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처리량 (103 톤/년) 에너지 잠재량 (toe/년) 발생량
기준 시도별 

비율
(%)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합계
(발생량)

매립 
기준

소각
 기준

재활용/
해역배출 

/기타 기준

합계
(발생량 
기준)

울산 73 282 701 1,056 17,864 112,933 181,629 312,426 3.6

경기 684 2,004 3,984 6,672 154,710 916,320 1,261,591 2,332,622 26.7

강원 167 165 491 823 59,838 74,829 170,251 304,918 3.5

충북 64 595 890 1,549 10,085 223,304 301,722 535,111 6.1

충남 98 423 968 1,489 32,746 239,225 285,328 557,299 6.4

전북 100 580 947 1,627 43,885 193,184 219,842 456,912 5.2

전남 263 297 488 1,048 97,768 108,490 144,879 351,137 4.0

경북 259 328 889 1,476 104,178 159,864 269,214 533,256 6.1

경남 184 486 1,067 1,737 89,029 240,111 314,167 643,307 7.4

제주 25 72 164 261 10,631 35,369 33,586 79,586 0.9

합 계 3,071 7,433 15,992 26,496 967,799 3,259,051 4,506,619 8,733,469 100.0

※ 지정폐기물 제외
※ 참고 자료 : ʻʻ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ʼ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2)

2011년도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국내 가연성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 잠재량

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처리량과 함께 <표 3-18>에 정리하였다.

시도별 에너지 잠재량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에너지 잠재량 비율이 26.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역시 및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의 폐기물 에너

지 잠재량이 42.3%를 차지하고 있다. 

④ 자원량 총괄

폐기물 분야의 지리적 잠재량에 해당하는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별 에너지 잠재량 산

출 결과(<표 3-19> 참조)를 기준으로 하고, 폐가스를 포함시켜서 추산한 폐기물 분야의 에

너지 잠재량을 <표 3-19>에 소개하였다.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이론적 잠재량은 

지리적 잠재량에 평균 수거율 9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폐가스의 이론적 잠재량은 평균 

집계율 95%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기준 에너지 회수율은 75%를 적용하였으며, 폐가스

의 경우는 85%를 적용하였다.

또한 폐가스의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간한 ̒ ʻ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ʼ 자
료에서 집계된 에너지 생산량에 근거하여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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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폐기물 분야의 에너지 잠재량 (2011년 기준) 

구분
에너지 잠재량  (toe/년)

이론 지리 기술

생활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건설폐기물

9,193,125 8,733,469 6,550,102

지정 
폐기물

사업장
지정폐기물

1,421,266 1,350,203 1,012,652

의료폐기물 109,421 103,950 77,963

폐가스 3,367,132 3,198,775 2,718,959

합  계 14,090,944 13,386,397 10,359,676

※ 폐기물 수거율 및 폐가스 집계율 : 95% 적용 
※ 에너지 회수율 : 75% 적용 (폐가스는 85% 적용)
※ 폐가스 시장 잠재량 : 기술적 잠재량의 80% 적용

마. 지열

(1) 개요

지열이란 땅속에 간직하고 있는 열을 의미한다. 지열은 주로 지층 내 함유하고 있는 방사

성원소 붕괴열에 의해 생성되며, 맨틀에서부터의 열, 지각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열, 화

산분출에 의한 열 등이 있다. 이러한 지하 심부의 열은 지하수를 매체로 지표로 전달되는 열

대류와 지층의 열전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전도가 있다. 이러한 지열의 열전달 특성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열에너지개발이다.

지열에너지자원은 지하 수 km 깊이의 지열을 이용하는 심부 지열자원과 심도 300m 이

내의 연중 일정한 지온을 이용하여 열교환하는 천부 지중열로 분류하며, 기술의 정의는 지

열에너지자원을 부존 심도별, 부존 상태별로 조사, 개발, 활용(발전 또는 냉난방, 열저장 등

에 활용)하는 제반 기술이다.

(2) 잠재량 산정결과

지열에너지자원의 이론적 잠재량은 이를 활용코자 하는 방법, 즉 발전, 지역난방 또는 지

열 열펌프를 이용한 냉난방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는 관계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없으며, 단지 미국 및 아이슬랜드에서의 발전 및 지역난방에의 활용만을 고려하여 전세계 

확인된 자원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열이 높은 지대에서 고온의 지열을 활용하는 경우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

으로 지열 열펌프를 활용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이론적 잠재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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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미국 및 아이슬랜드에서의 지열자원 분포와 이를 통한 발전 및 지역난방 활용 사례로 본 

전세계 이론적 잠재량

구 분
최소 추정 이론적 

잠재량
확인된 자원으로부터 
추정된 이론적 잠재량

최대 추정 이론적 
잠재량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량 0.05 TWe 0.2 TWe 1 - 2 TWe

직접이용 가능 자원량 1 TWth 4.4 TWth 22 - 44 TWth

전체 부존량 1.5 TWth 6 TWth 30 - 60 TWth

주) 1. 하첨자 e는 전기에너지, th는 열에너지를 말하여 1 TWth는 약 연간 750 Mtoe에 해당함.

2. Stefansson, V., 2005, "World geothermal assessment", Proc. World Geothermal Congress 2005, Antalya, Turkey, 24-29 
April 2005.)

지금까지는 이용가능한 자원량 추정은 거의 전무한 지열 활용 실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에서 이용가능한 자원량의 합리적인 추정을 위한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지열부존 상황이 유사한 실정에서 지역난방이나 열펌프 활용이 매우 활발한 스위스

의 경우를 참조하여 동일한 면적당 활용량을 따라 잡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용가능 자원량을 

추정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열분과에서 Beardsmore가 제시한 

EGS potential protocol의 기본방식(Beardsmore et al., 2010)을 채택하기로 하여 국내 

지열자료를 이용하여 심부지열에너지 잠재량 산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산출하였다. 

(가) 심부지열 잠재량 산정개요

심부지열잠재량 산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여 내륙과 교통

연결(연육교 등)이 곤란한 서해와 남해의 군소 도서를 제외하였고, 밀도, 비열, 열전도도, 

열생산율 등 열물성 측정자료가 없는 제주도도 예외로 하였다. EGS potential protocol에 

따라 국내 분포하는 지층의 열물성 특성(밀도, 열전도도, 비열, 열생산율, 지열류량, 연평균

지표면 온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기준 및 잠재량은 아래와 같다.

□ 잠재량 산정방식

○ 이론적 잠재량

- 정의

∙ 군소도서 및 제주도를 제외한 지열발전 시설 입지가 가능한 남한 면적을 기준 

(95,939km2) 

∙ 3~10km 심도에서 지표온도 + 80℃ 이상의 지중 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대상

으로 열부존량 (H) 산정

∙ 산정된 열부존량을 기준으로 발전소 가동 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고, 지중 온도

에 따른 발전효율(ηth)을 감안하여 이론적 발전잠재용량 (P, MWe)을 산정.



122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 이론적 발전잠재용량 (P)에 따라 발전소 가동율 100% 조건으로 연간 발전량을 

산정하고, toe/년으로 전환된 이론적 잠재량을 최종 결정

구간(km) 면적비(%) 이론적 잠재량 (MWe)

3-4 11.30 16,852

4-5 48.88 141,109

5-6 79.13 429,368

6-7 94.37 827,258

7-8 99.06 1,302,640

8-9 99.98 1,835,980

9-10 100.00 2,421,360

합계 6,974,567

∙ 이론적 잠재량 : 6,974,567MW×365day×24hour×100% 

= 61,097,206,920MWh/y÷11.63MWh/toe÷1,000 

= 5,253,414천toe/년

[그림 3-16] 깊이 구간에 따른 이론적 잠재량 (MW)
(a) 3-4 km, (b) 4-5 km, (c) 5-6 km, (d) 6-7 km, (e) 7-8 km, (f) 8-9 km, and (g) 9-10 km. 
회색 지역은 (지표온도 + 80℃)보다 낮은 지중온도를 보유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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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잠재량

- 정의

∙ 이론적 잠재량에서 고산지역, 급경사지역, 인구밀집지역, 수계, 공원, 습지보호

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등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면적 기준으로 이론적 잠재량

과 동일한 심도 (3~10km) 에서의 열부존량에 대한 지리적 발전잠재용량 및 연

간발전량과 지리적 잠재량을 결정

∙ 개발제한지역을 배제 : 고산지역(1000m 이상), 급경사지역(15도 이상), 인구밀

집지역(환경부 토지피복도의 시가화 건조지역), 수계, 공원(국립, 도립, 시군립), 

습지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역 등 총 56,868km2 (59.3%)

∙ 심도구간별 면적비율은 최소 4.12%(3-4km), 최대 40.68% (9-10km)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지리적 발전잠재용량을 재산정

∙ 지리적 발전잠재용량에 따라 발전소 가동율 100% 조건으로 연간 발전량을 산정

하고, toe/년으로 전환된 지리적 잠재량을 최종 결정

구간(km) 면적비(%) 지리적 잠재량 (MWe)

3-4 4.12 5,877 

4-5 19.70 55,273 

5-6 31.90 172,154 

6-7 37.89 332,517 

7-8 40.12 524,624 

8-9 40.67 740,647 

9-10 40.68 977,990 

합계 2,809,082

∙ 지리적 잠재량 : 2,809,082MW×365day×24hour×100% 

= 24,607,558,320MWh/y÷11.63MWh/toe÷1,000

= 2,115,869 천toe/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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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깊이 구간에 따른 지리적 잠재량 (MW) 
(a) (b) 3-4 km, (c) 4-5 km, (d) 5-6 km, (e) 6-7 km, (f) 7-8 km, (g) 8-9 km, and (h) 9-10 km. 회색지역은 배제된 개발제한지역

○ 기술적 잠재량

- 정의

∙ 지리적 잠재량에 현재 기술 수준에서 시추 가능성을 고려하여 3~6.5km 심도 구

간 기준으로 산정 심도를 조정

∙ 지열 저류층으로부터 회수되는 열회수율(R)을 14%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지열

저류층의 온도하강을 10℃로 억제하여 지속가능하게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온도

하강요소( )를 감안하여 기술적 발전용량 산정

∙ 기술적 발전잠재용량에 따라 발전소 가동율을 85% 조건으로 조정하여 연간 발

전량을 산정하고 toe/년으로 전환된 기술적 잠재량을 최종 결정

구간(km) 면적비(%) 기술적 발전잠재용량 (MWe)
3-4 4.12 707 
4-5 19.70 4,181 
5-6 31.90 8,838 

6-6.5 37.89 5,841 
합계 1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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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잠재량 : 19,567MW×365day×24hour×85% 

= 145,695,882MWh/y÷11.63MWh/toe÷1,000 

= 12,528 천toe/년

[그림 3-18] 깊이 구간에 따른 기술적 잠재량 (MW)
(a) 3-4 km, (b) 4-5 km, (c) 5-6 km, (d) 6-6.5 km. 
회색 지역은 (지표온도 + 80℃)보다 낮은 지중온도를 보유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지역(전체지역의 40.7%).

(3) 결론

우리나라의 심도 3~10km 구간에서 기준온도 (지표온도 + 80 ℃)이상의 열에너지에 대

한 이론적 잠재량은 5,253,414천toe/year 이며, 이론적 잠재량 중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리적 잠재량은 2,115,869천toe/year이다. 또한 시추기술을 고

려하여 3~6.5 km 심도 구간기준으로 열회수율, 온도하강요소, 지열발전 가동율을 고려한 

기술적 잠재량은 12,528천toe/year 이다. 지리적 잠재량이나 기술적 잠재량은 기준이 바

뀔 수 있다. 개발제한지역의 범위가 커지면 당연히 잠재량은 감소하며, 시추 기술수준이 높

아져서 기준 심도 보다 더 굴착할 수 있으면 잠재량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상황에 

맞게 수시로 재분석이 필요하다.

바. 수력 에너지

(1) 개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77mm이며, 세계평균 807mm의 약 1.6배로서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국토의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및 수문학적으로 수력 잠

재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국산화된 수차발전시스템의 사용으로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시설용량이 작은 수력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면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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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수력개발은 잠재량에 비하여 부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원유공급의 불확실성 

및 유가의 급등으로 부존자원의 최대활용 필요성 증대, 정부의 전력매입단가의 현실적인 조

정, 수력개발 관련기술의 정립 및 시스템의 국산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개발의 촉진 및 

지원정책 등으로 수력자원 개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2) 잠재량 산정결과

수력 잠재량 정의는 <표 3-21>에 표시한 바와 같다. 즉, 이론적 잠재량은 한반도 전체 

유역표면상에 강수된 물이 가지는 에너지 총량, 지리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에서 유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출율을 고려한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은 지리적 잠재량에서 시스템 

효율과 가동율을 고려한 잠재량으로 각각 정의하였고, 전국 수계별 및 행정구역별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표 3-21> 수력 잠재량의 정의

이론적 잠재량 한반도 전체 유역표면상에 강수된 물이 가지는 에너지 총량

지리적 잠재량 이론적 잠재량에서 유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출율을 고려한 잠재량(국립공원 제외)

기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에서 시스템 효율과 가동율을 고려한 잠재량

 

<표 3-22>는 강수량, 유출계수, 유역면적 등 잠재량 산출기준을 이용하여 전국수계에 

대한 수력의 이론적, 지리적 및 기술적 잠재량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3-22> 전국 수계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  합계
이론적잠재량 14,262 14,502 6,770 4,034 2,187 1,672 43,427
지리적잠재량 7,796 7,782 3,436 2,074 1,338 272 22,698
기술적잠재량 2,496 2,490 1,099 650 428 87 7,250

<표 3-23>은 <표 3-22>의 이론적, 지리적 및 기술적 잠재량을 시설용량과 연간발전가

능량으로 환산한 자료이다.

<표 3-23> 잠재량의 환산자료

구 분
시설용량

(GW)
연간발전가능량

(TWh/Yr)

이론적잠재량 57 505

 지리적잠재량 30 264

 기술적잠재량 2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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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24>~<표 3-29> 및 [그림 3-19]~[그림 3-24]는 각 수계의 위치와 지류

별 이론적, 지리적 및 기술적 잠재량을 나타낸다.

<표 3-24> 한강 수계 잠재량
(103toe/년)

구분
 한강수계 
(한강본류)

 한강
(안성천)

 한강
(한강서해)

 한강
(한강동해)

총 계

이론적잠재량  11,985 285 276 1,716 14,262

지리적잠재량 6,507 157 157 975 7,796

기술적잠재량 2,082 51 50 313 2,496

[그림 3-19] 한강수계

<표 3-25> 낙동강 수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낙동강
수계

형산강 태화강 회야수영 동해 남해 총 계

이론적잠재량 12,366 246 222 213 896 559 14,502

지리적잠재량 6,586 134 124 120 504 314 7,782

기술적잠재량 2,108 43 40 38 161 100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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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낙동강 수계 [그림 3-21] 금강 수계

<표 3-26> 금강 수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금강수계
 금강

(삽교천)
 금강
(서해)

 금강
(만경.동진강)

총계

이론적잠재량 4,738 342 684 1,008 6,770

지리적잠재량 2238 186 392 620 3,436

기술적잠재량 716 59 126 198 1,099

<표 3-27> 섬진강 수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섬진강본류 섬진강(남해) 총  계

이론적잠재량 2,677 1,357 4,034

지리적잠재량 1,271 803 2,074

기술적잠재량 393 257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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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섬진강 수계 [그림 3-23] 영산강 수계

<표 3-28> 영산강수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영산강
수계

영산강
(탐진강)

영산강
(남해)

영산강
(서해)

총 계

이론적잠재량 1,263 125 318 481 2,187

지리적잠재량 772 76 195 295 1,338

기술적잠재량 247 25 62 94 428

<표 3-29> 제주도 잠재량
(103toe/년)

구   분 제주도

이론적잠재량 1,672

지리적잠재량 272

기술적잠재량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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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제주도

<표 3-30>은 전국 행정구역별 수력 잠재량을 나타내었다. 

<표 3-30> 행정구역별 잠재량 
(103toe/년)

시도명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서울특별시 265.7 150.5 48.1

부산광역시 330.2 187.1 59.7

대구광역시 385.5 218.5 71.7

인천광역시 397.5 225.2 71.9

광주광역시 218.6 123.8 41.0

대전광역시 236.3 133.9 42.8

울산광역시 465.0 263.5 84.3

세종특별자치시 203.3 115.2 36.8

경기도 4,421.8 2,427.0 775.2

강원도 7,396.8 4,015.8 1,282.6

충청북도 3,173.4 1,678.1 535.9

충청남도 3,471.2 1,901.3 607.4

전라북도 3,436.4 1,698.3 542.4

전라남도 5,160.8 2,685.9 857.8

경상북도 7,703.7 4,086.7 1,302.2

경상남도 4,488.6 2,515.4 803.4

제주도 1,672.5 271.6 86.9

합 계 43,427.0 22,698.0 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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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자원 분포도 및 소규모 수력발전소 현황 

[그림 3-25]~[그림 3-28]은 각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구축한 전국 840개 표준

유역에 대한 연평균 강수량, 연평균 유량, 시설용량 및 연간발전량 분포를 나타내며, [그림 

3-29]는 국내 소규모 수력발전소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3-25] 연평균 강수량 분포 [그림 3-26] 연평균 유량 분포

[그림 3-27] 시설용량 분포 [그림 3-28] 연간발전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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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국내 소규모 수력발전소 현황

사. 해양에너지

(1) 개요

해양에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부존하며, 해양에너지는 대부분 태양, 달, 

지구간의 상호운동과 태양에서 방사되는 태양에너지에 기인한다. 태양 방사에너지는 최종

적으로 파랑, 해류 등과 같은 유체 흐름형태의 운동에너지와 대기나 해양의 표면 수에 저장

된 열에너지로 변환되며, 이러한 원리로 인해 해양에너지를 크게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해수온도차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해양에너지원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해당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내 서 ․ 남해안 지역은 조류에너지와 조력에너지가 풍부하고, 남해 및 제주 일대에는 파력

에너지, 경상남도 및 동해 일부지역은 해수온도차에너지가 존재한다. 국내 해역의 특성상 

해수온도차 발전은 매우 제한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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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다. 각 지역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에 부존하는 해양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석현상은 규칙적인 천체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규칙적이다. 이에 따라 조류에

너지와 조력에너지 또한 날씨에 관계없이 발전량예측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과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신 ․ 재생에너지 가운데 장기예측이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조류에너지 잠재량 분석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수로서지(23개 조류도)

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의 조류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수로서지에는 조류개황

도, 등수심도, 등조석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조력에너지 잠재량 분석에는 국립해

양조사원의 조석예보자료와 수로서지의 등조석도를 활용하였으며, 파력에너지 잠재량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해역 24년간 파랑추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해수온도차에너지 잠재량은 냉난방시스템과 발전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

고, 각 시스템별로 상용화 된 설비의 용량과 설치가능 이격거리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2) 잠재량 산정결과

<표 3-31>에 국내 해양에너지 잠재량 현황을 정리하였다.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

력에너지, 해수온도차에너지(냉난방+발전)를 통합한 국내에 부존하는 이론적인 해양에너

지 총량은 약 12,742백만 toe/년(설비용량 66,825GW)으로 산정되었다. 해양에너지는 4

개의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잠재량 산정 시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파력에너지는 전 해상에 넓게 부존하고 있으며, 조류에너지는 서 ․ 남해 지역의 도서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조력에너지는 방조제 건설이 가능한 연안에 국한되어 부존하고 

있으며, 해수온도차에너지 역시 연안지역에 상용설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이다. 조류에

너지와 파력에너지의 부존지역은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으나 주로 조류에너지 밀도가 높

은지역은 섬과 섬 사이의 지역으로 파고가 높지 않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력에너지는 해수면에서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고, 조류에너지는 수면 하에 부존하고 

있으므로 한 지역에 복합발전 형태로 두 에너지원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해양에너지원별 

적용 중복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잠재량 중 70%를 최종 해양에너지 잠재량으로 

가정하였다. 각 에너지원별 잠재량은 <표 3-32>~<표 3-34>에 나타냈다.

<표 3-31> 국내 해양에너지 잠재량 현황

구분
설비용량

(GW)
연간 발전량

(TWh/y)
석유환산톤
(103toe/y)

이론적 잠재량 66,825.8 148,190.3 12,742,074 

지리적 잠재량 13,557.7 30,324.3 2,607,418 

기술적 잠재량 480.7 1,176.8 101,187 



13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각 에너지원별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리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2,607백만 toe/년(설비용량 13,557GW), 설비의 효율 및 현

재 기술로 개발 가능한 기술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의 약 0.7%인 101백만 toe/년(설비

용량 480GW)로 산정되었다. 

<표 3-32> 해양에너지원별 잠재량 현황(설비용량 기준)

구분

설비용량(GW)

조류 조력 파력
해수온도차

합계
냉난방 발전

이론적 잠재량 1,964.5 42.2 93,450.0 8.1 0.8 95,465.5 

지리적 잠재량 653.9 16.2 18,690.0 7.3 0.7 19,368.1 

기술적 잠재량 104.0 10.1 565.4 6.6 0.6 686.7 

<표 3-33> 해양에너지원별 잠재량 현황(연간발전량 기준)

구분

연간발전량(TWh/y)

조류 조력 파력
해수온도차

합계
냉난방 발전

이론적 잠재량 6,883.5 91.6 204,655.5 63.9 6.0 211,700.5 

지리적 잠재량 2,291.1 35.3 40,931.1 57.6 5.4 43,320.4 

기술적 잠재량 364.5 22.0 1,238.2 52.0 4.3 1,681.1 

<표 3-34> 해양에너지원별 잠재량 현황(석유환산톤 기준)

구분

석유 환산톤(103toe/y)

조류 조력 파력
해수온도차

합계
냉난방 발전

이론적 잠재량 591,873 7,878 17,597,206 5,491 515 18,202,963 

지리적 잠재량 196,999 3,033 3,519,441 4,949 461 3,724,883 

기술적 잠재량 31,344 1,893 106,468 4,474 373 144,553 

① 이론적 잠재량

이론적 잠재량은 국내 해역에 부존하는 해양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

를 기반으로 각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잠재량 정의를 <표 3-35>와 같이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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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해양에너지 이론적잠재량 산정개요

조류에너지
해상에 아무런 제약 없이 조류발전설비를 적용했을 때 추출 가능한 총 
잠재량으로써 Average Power Intercepted(API) 산출식 이용

조력에너지
서 ․ 남해안에서 조수간만차로 인해 발생하는 위치에너지의 총합(가상의 조지를 
설정하여 조지면적 산출)

파력에너지
한반도 영해에 부존하는 파력에너지의 총량(파랑추산자료의 각 격자망에 대한 
연평균 파력에너지 적용)

해수온도
차에너지

냉난방
남한 연안에 열펌프를 설치하여 연간 생산되는 열에너지 중 펌프 전력소비량을 
제외한 열에너지

발전
남한 연안에 상용화된 1MW급 해수온도차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되는 총 
전기에너지

㉮ 조류에너지

[그림 3-30] 조류발전장치 SeaGen(좌), HS1000(우)

조류에너지는 댐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적인 조류의 유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

시켜 발전하는 것으로 초기비용이 적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림 3-30]과 같이 원

리는 풍력발전과 유사하나 밀도가 큰 해수를 작동유체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MW급 상용 발전장치가 개발되어 단지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조수간만차

가 크고 섬 사이의 좁은 유로가 다수 형성되어 있는 국내 해양환경 특성에 의해 한국이 세계

적인 개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론적 잠재량은 일률밀도(PD: Power Density)공식을 

기반으로 한 평균 추출 출력(API: Averaged Power Intercepted)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다. 조류에너지의 일률밀도는 1/2ρU3으로 유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유속이 빠른지역

이 개발에 매우 유리하다. API의 단위는 MW/km2으로 단위면적당 추출 가능한 자원량을 

나타내며 통수면적과 터빈 1기가 차지하는 수평면적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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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은 국내 최강 창조류 및 낙조류 분포도이며 인천과 전라남도 해역에 높은 조류에너지

가 부존 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조류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은 591백만 

toe/년(설비용량 1,964GW)으로 산정되었다. 

[그림 3-31] 국내 조류분포도 자료(국립해양조사원)

㉯ 조력에너지

[그림 3-32] 시화 조력발전소(좌)와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우) 

조력에너지는 [그림 3-32]와 같이 댐을 이용하여 발생된 수위차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하는 방식으로 254MW급의 세계 최대규모인 시화조력발전소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다. 조

력에너지는 방조제가 필수적이라는 특성에 의해 이론적 잠재량 산정 시, 가상의 조지를 설

정하여 해당지역의 조수간만차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 위치에너지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조

력에너지는 1/2ρgAh2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조수간만차 h의 제곱과 조지면적 A에 비례

하고, 최대 위치에너지 시점에서 0이 되는 반일주조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누면 이론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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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너지가 가진 일률을 계산할 수 있다. 방조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에 가상의 조지를 설정

하여 [그림 3-33]의 조석분포도를 기반으로 산정한 국내 조력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은 7백

8십만 toe/년(설비용량 42.2GW)이다.

[그림 3-33] 국내 조석분포도 자료(국립해양조사원)

㉰ 파력에너지

[그림 3-34] 제주 용수 파력발전소 단면도(좌)와 Pelamis(우)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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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에너지는 파고가 가진 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1차변환하고, 전기에너지로 2차변

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에너지변환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그림 3-34]의 제주지역에 

실증 중인 파력발전 시스템은 파고에 따라 챔버내의 공기가 터빈을 구동시키는 진동 수주형 

시스템이다. Pelamis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파력발전시스템으로써 파랑에 의한 운동으

로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가동물체형 시스템이다. 풍력에너지와 같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

능하나 정확한 장기예측이 어려운 반면, 모든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파력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파력에너지밀도 공식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단위는 

kW/m이고 파장방향의 단위길이로 표현되며 파고의 제곱과 주기에 비례한다. [그림 3-35]

의 파랑추산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파력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17,597백만 toe/년(설

비용량 93,450GW)이다.

[그림 3-35] 24년 연평균 유의파고(좌) 및 파랑주기(우)(해양과학기술원)

㉱ 해수온도차에너지

[그림 3-36] 해수온도차발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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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온도차에너지는 열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냉난방기술이 있고, [그림 3-36]과 같

이 온도차를 이용하여 끓는점이 낮은 작동유체로 열사이클을 구성하여 터빈을 구동시키는 

발전기술이 있다. 해수온도차는 전 해역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 적용범위는 매우 넓으나, 열 

이용후 배출되는 해수가 취수되는 해수온도에 영향이 없는 이격거리,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

도차가 중요한 요소이다. 냉난방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10MW급 열펌프를 설치하여 해

수의 열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펌프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열에너지 

중 전력소비량을 제외한 열에너지로 정의하였다. 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상용화 된 1MW

급 해수온도차 발전설비에 설비 간의 적정 이격거리 4km를 가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

수온도차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냉난방시스템의 경우 5백4십만toe/년(설비용량 8.1GW), 

발전시스템은 5십만 toe/년(설비용량 0.8GW)으로 산정되었다. 두 시스템의 잠재량을 더

한 해수온도차의 총 이론적 잠재량은 6백만 toe/년(설비용량 8.9GW)이다.

② 지리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은 에너지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이론적 

잠재량에서 절대보전지역, 항로, 항만, 어초 등과 같이 적용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잠재

량이다. <표 3-36>에 해양에너지원별 지리적 잠재량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표 3-36> 해양에너지 지리적잠재량 산정개요

조류에너지
조류발전 설비 적용이 불가능한 지리적 제약조건을 고려한 잠재량(항로, 케이블, 
항만, 어초, 어장지, 절대보전지역 배제)

조력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에서 지리적 제약지역을 제외한 조지면적의 잠재량(항만, 항로, 
해상국립공원지역 배제)

파력에너지
전력송전을 고려하여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해역까지의 연평균 파력에너지 
총량(독도, 이어도 해역은 포함)

해수온도
차에너지

냉난방 이론적 잠재량에서 해상공원, 양식장, 해수욕장 등 설비적용 불가지역을 배제한 
잠재량발전

㉮ 조류에너지

조류에너지의 지리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에서 조류발전 설비 적용이 불가능한 지리

적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배제한 잠재량으로 항로, 케이블 매설지역, 어초, 어장지, 

절대보전지역이 고려되었다. 항로 폭은 300m를 적용하였고, 연안에서의 경관 영향거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6백만 toe/년(설비용량 653GW)의 지리적 잠

재량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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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에너지

조력에너지의 지리적 잠재량 역시 설비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배제하여 산정하였고 케

이블 매설지역, 어초, 어장지, 절대보전지역을 고려하였다. 케이블 매설지역과 어초가 조지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설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리적 잠재량 3백만 toe/년

(설비용량 16GW)이 산정되었다.

㉰ 파력에너지

파력에너지의 지리적 잠재량은 전력송전을 고려한 연안과의 이격거리 100km를 적용하

여 산정하였고, 독도와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파력에너지의 지리적 

잠재량은 3,519백만 toe/년(설비용량 18,690GW)으로 산정되었다.

㉱ 해수온도차에너지

해수온도차에너지의 지리적 잠재량은 냉난방 및 발전시스템에 같은 지리적 제약조건을 

부여하였고, 이론적 잠재량에서 해상공원, 양식장, 해수욕장을 배제하여 산정하였다. 냉난

방시스템은 4백9십만 toe/년(설비용량 7.3GW), 발전시스템은 4십만 toe/년(설비용량 

0.7GW)이고, 두 시스템을 더한 해수온도차에너지의 총 지리적 잠재량은 5백4십만 toe/년

(설비용량 8GW)으로 산정되었다.

③ 기술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에너지양을 의미하며 각 에너지원

별로 시스템효율, 기술적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표 3-37>에 기술적 잠재량

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표 3-37> 해양에너지 기술적잠재량 산정개요

조류에너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조류발전 터빈 및 발전효율, 이용률, 기술적 제한요소 등을 
적용한 잠재량(시스템 효율 35% 가정, 수심 3m 이하, 유속 0.6m/s 이하지역 배제)

조력에너지
기술수준을 고려한 에너지 잠재량(개발 가능한 조수간만차 4m 이상, 방조제 시공 
가능수심 최대 20m, 시스템 효율 65%로 가정)

파력에너지 1km×1km 지역에 500kW급 시스템 1기를 설치한 잠재량(시스템효율 20% 가정)

해수온도
차에너지

냉난방
냉난방이 필요한 건물이 있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된 잠재량(시스템효율 
85% 가정)

발전
냉난방이 필요한 건물이 있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된 잠재량(시스템효율 
2.5% 가정)

㉮ 조류에너지

조류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국내외에 개발되어 있는 조류발전시스템의 성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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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시스템 효율은 35%로 가정하였다. 조류발전장치의 적용을 위

해 해당지역의 수심과 유속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기술로 유속 0.6m/s 이하 지역은 발전

이 불가능 하다고 가정하였다. 발전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최소수심은 3m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31백만 toe/년(설비용량 104GW)이다.

㉯ 조력에너지

조력에너지는 특성상 방조제가 필수적이므로 방조제 시공이 가능한 최대수심이 고려되

어야 하며 20m로 설정하였다. 현재 기술로 발전 가능한 조수간만차를 4m 이상으로 가정하

였고, 시화조력발전소의 성능을 고려하여 시스템효율 65%를 적용하였으며 산정된 조력에

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1백8십만 toe/년(설비용량 10GW)이다.

㉰ 파력에너지

파력에너지는 현재 제주지역에 실증 중인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을 

1km×1km 해역에 1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시스템 효율을 20%로 설정하여 기

술적 잠재량이 106백만 toe/년(565GW)으로 산정되었다.

㉱ 해수온도차에너지

해수온도차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냉난방시스템과 발전시스템의 특성을 구분하여 산

정하였다. 기술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2가지 시스템 모두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시

켰고, 냉난방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효율 85%의 10MW급 열펌프를 2km 간격으로 설치하

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스템간의 이격거리에 의해 열 이용 후 배출되는 해수가 취수되는 해

수온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은 현재 상용화 된 1MW

급 설비를 4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시스템효율 2.5%를 적용하여 기

술적 잠재량을 도출하였다. 냉난방시스템은 4백4십7만 toe/년(설비용량 6.6GW), 발전시

스템은 3십7만 toe/년(설비용량 0.6GW)로 산정되었으며 해수온도차에너지의 총 기술적 

잠재량은 4백8십만 toe/년(설비용량 7.2GW)이다.

• 잠재량 산정 개요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용혁
• 태양에너지 –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창열

• 풍력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구  

• 바이오에너지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표
• 폐기물 에너지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남선

• 지열 –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찬
• 수력 에너지 –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완순

• 해양에너지 – 인하대학교 교수  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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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 신 ․ 재생에너지팀장  방 기 성

제3절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 필요성

최근의 에너지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수요관리 분산형 발전 등 이용 환경의 도래와 융합산업 발전과 사회 변화의 핵심 

엔진으로서 에너지기술의 역할 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기술 개발동향으로 OECD 회원국의 에너지 R&D 투자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기후변화 액션 플랜(ʼ13.6)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유렵 연합의 경우 에너지2020전략(ʼ11.10)을 통

해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2030 기후 에너지정책 프레임 워크｣로 개

정하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투자를 매년 30-50억 유로씩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제4

차 에너지기본계획(ʼ14.4)을 통해 ʼ30년 신 ․ 재생에너지보급 3배, 에너지절감 19%, 전력산

업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였다.

국내 주요 에너지기술의 동향도 스마트그리드 청정석탄발전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력 등 

고효율 및 친환경적이며 안전성이 담보된 기술과 ICT를 융합한 수요관리 기술 및 신 ․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역점을 두고 기술융합에 의한 창조경제 실현

을 목표로 제 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

지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의 5대 핵심 과제를 

통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2035년까지 전력수요의 15% 감축,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고 USC, CCS등의 최상 가용기술 적용을 유도하여 2035년 발전부문 온실

가스 20% 이상을 감축하고 전기중심의 보급정책을 열 수송부문으로의 확장과 민간주도형 

보급제도로의 사업개편과 산업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로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기술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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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기간 내에 신 ․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에 맞게 신 ․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

발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추진근거 및 제도

가. 추진근거

우리나라는 제1, 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소비구조의 개선 및 에너지원 다양화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1987년에 제정된｢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2004년 12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으로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국내외 에너지 산업을 고

려하여 2014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신 ․ 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은 2014년 제4차 계획이 수립되어 2035년까지 1

차에너지의 11%,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

하고 화석연료 경제성 수준 확보 및 신 ․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전략 및 원천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을 목표로 신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우선 성장동력화 9대 중점분야(태

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IGCC, LED, 전력IT, GTL/CTL, CCS, 에너지저장)를 선정하

였으며, 그린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필요한 핵심전략과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목표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며, 세계 5대 신 ․ 재
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

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및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후속으로 

2009년에는 제1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제1차 로드맵에 이

어 최근의 R&D 여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1차 로드맵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15대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제2차 로드맵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바이오 등 15대 그린에너지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으

로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해야 할 88개 전략품목 및 288개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

방향, 연도별 R&D 일정, 사업화전략, 투자 소요액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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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정책 주요경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08.8.)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천명(8.15 대통령 경축사)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
  -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47% 높이고 신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1차에너지 

공급의 11% 및 28% 수준으로 각각 대폭 증대

■제3차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 ․ 보급기본계획('08.12)
  - 양적목표 : 2030년 1차에너지의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1%
  - 질적목표 : 신 ․ 재생에너지의 신성장동력 산업화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10.10) 
  - '12년 8대, '15년 5대 신 ․ 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선언
  -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 원천기술, 8대 부품 ․ 소재 ․ 장비 기술 선정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09('09.5) 및 2011('11.5) 수립
  - 산업-제품-기술분석을 통한 그린에너지산업화 시나리오 작성

태양광, 풍력 등 15대분야 56개 전략품목 선정(전략로드맵 2009)
  - 태양광, 풍력 등 15대 분야 88개 전략품목 선정(전략로드맵 2011)

나. 사업내용

■ 2011년부터 기술가치 사슬별 과제 추진방식으로 전환

○ 검토배경

- 2010년까지의 추진방식은 기술발전 정도에 무관하게 목표, 지원규모, 기간 등이 단

순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결과평가의 성과측정이 곤란

- 신 ․ 재생에너지 과제는 전략, 원천, 핵심, 실증 등을 구분(2008.6)하고 있으나, 중장

기 및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운영

- 기술가치 사슬별 특성에 따라 과제유형을 구분하고, 과제목표 및 지원규모, 기간 등

을 차별화하여 성과측정의 명확화가 필요

○ 추진내용

-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기술가치 사슬(R&D value-chain)별로 과제의 유형을 다양

화하여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설계

* 과제유형 : i) 원천기술, ii) 전략응용기술, iii) 상용화 기술, ⅳ)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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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과제유형별 개요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TRL 비교

중장기

i) 원천기술  5년 내외

- 지원대상 : 산학연
- 목     표 : 원천기술 특허확보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새롭고 획기적 대체효과가 있는 차세대기술
  * 선행연구 필요 시 : 매년 3억원 내외, 3년이내 지원

2~4
단계

ii)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 지원대상 : 산학연
- 목     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 시작품 제작
-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는 예외

4~5
단계

iii) 상용화
기술

(시범적용)
3년 이내

- 지원대상 : 산업계
- 목     표 : 상용기술 특허확보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예 : 공정 ․ 실증 시험)
  * 지원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고려하여 설정

6~7
단계

단기
ⅳ) 

핵심기술
2년~3년 

내외

- 지원대상 : 기업
- 목     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5~7
단계

[그림 3-37]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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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범위

매년 정부의 지원예산과 연차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차년도 수행과제를 공모

하여 우수한 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3-39> 참여주체별 정부지원범위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주)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함(기술료 비징수 대상 

과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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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절차

정부에서는 연차별로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안내를 

통하여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접수하고 평가하여 선정된 과제를 협약 ․ 지원하게 되며 세부절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체계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기획과제 도출

통합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목표/중복성 검증
(목표검증단)

과제확정
(심의위원회)

과제공고(통합공고)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관리
(연차실적계획서)

중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계속/중단)
(평가위원회)

단계평가
(사업성 평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사후관리/활용
(기술료협약/징수)

결과통보
사업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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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절차

(가) 단기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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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과제 지정공모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기술/시장 및 특허 ․ 표준분석) 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 ․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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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수소
(3.2%)

정부 50 18 58 71 96 84 86 30 29 35 19 45 621

민간 18 10 43 59 61 52 40 4 4 10 6 13 320

소계 68 28 101 130 157 136 126 34 33 45 24 57 939

3. 추진실적 및 현황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수

입 대체,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바

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 추진현황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기술을 따라잡고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1988년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하 에특회계)를 이에 더해 2006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규모를 증대시켜왔다.

1988년 이후 2013년까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투자액은 약 3조 7,145억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금은 약 1조 9,430억원 민간부담금이 약 1조 7,715억원으로 각각 52.3%, 

47.7%를 차지하고 있다.

(1)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 (중점지원분야) ʼ13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 전체 R&D 예산의 74.5% 차지 

- 중점지원분야 : 태양광 26.6%, 풍력 15.9%, 수소 ․ 연료전지 24.8%, 석탄이용

(IGCC) 7.2%

- 바이오 6.5%, 폐기물20) 4.5%, 태양열 2.8%, 지열 2.7%, 수력 1.1%, 해양 2.5% 등

○ (태양광) ʼ08년부터 본격적 기술개발 추진, 모듈제조 핵심장비 국산화,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분야 중점 추진

○ (풍력) 대형풍력시스템 실증 및 핵심부품 국산화 분야에 중점 추진

○ (석탄 IGCC) 300MW급 IGCC 설계기술 자립 및 실증플랜트 건설(ʼ06.12~ʼ14.11)

<표 3-40> 연도별/분야별 신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3)
(단위: 억원)

20) 국내에서는 3개의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와 8개의 재생에너지로 분류. 반면에 IEA는 8

개의 재생에너지만을 인정하며, 산업폐기물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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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연료전지
(21.6%)

정부 368 75 145 183 305 311 639 550 514 420 360 326 4,196

민간 339 62 134 160 289 309 548 431 395 247 214 152 3,280

소계 707 137 279 343 594 620 1,187 981 909 667 574 477 7,475

태양광
(26.6%)

정부 228 51 91 150 191 171 567 706 844 768 773 636 5,176

민간 147 19 36 54 109 111 293 332 395 422 396 283 2,597

소계 375 70 127 204 300 282 860 1,038 1,239 1,190 1,169 919 7,773

풍력
(15.9%)

정부 140 37 83 109 173 169 175 375 405 416 493 509 3,084

민간 91 19 22 41 62 97 94 328 315 326 289 368 2,052

소계 231 56 105 150 235 266 269 703 720 742 782 877 5,136

태양열
(2.8%)

정부 121 19 18 19 32 31 48 37 87 55 31 39 537

민간 32 9 10 8 13 16 25 21 33 17 10 14 208

소계 153 28 28 27 45 47 73 58 120 72 41 53 745

바이오
(6.5%)

정부 190 29 42 42 77 67 50 84 129 174 205 179 1,268

민간 103 13 17 16 42 30 16 35 48 89 88 71 568

소계 293 42 59 58 119 97 66 119 177 263 293 250 1,836

폐기물
(4.5%)

정부 115 41 50 39 62 61 94 68 67 92 72 123 884

민간 126 30 33 21 21 36 129 174 27 31 44 44 716

소계 241 71 83 60 83 97 223 242 94 123 117 166 1,600

석탄이용
(7.2%)

정부 171 6 23 28 138 157 106 5 11 214 243 288 1,390

민간 111 5 10 12 144 226 533 - - 886 1,101 4,214 7,242

소계 282 11 33 40 282 383 639 5 11 1,100 1,343 4,503 8,632

지열
(2.7%)

정부 15 12 22 21 33 46 40 36 77 69 101 45 517

민간 9 5 8 8 11 17 14 12 24 52 40 14 214

소계 24 17 30 29 44 63 54 48 101 121 140 59 730

수력
(1.1%)

정부 7 4 7 9 6 14 7 4 12 28 44 76 218

민간 2 2 2 5 7 10 5 2 2 7 32 69 145

소계 9 6 9 14 13 24 12 6 14 35 75 145 362

해양
(2.5%)

정부 12 3 2 6 10 32 17 35 78 97 95 108 495

민간 2 4 - 1 5 13 19 16 36 49 67 50 262

소계 14 7 2 7 15 45 36 51 114 146 161 157 755

기타
(5.4%)

정부 104 35 45 117 34 66 123 127 148 68 68 115 1,050

민간 - 2 2 40 4 12 17 12 10 - 0 18 117

소계 104 37 47 157 38 78 140 139 158 68 68 133 1,167

총 계

정부 1,519 330 588 794 1,158 1,209 1,953 2,056 2,400 2,433 2,503 2,487 19,430

민간 980 180 317 425 769 928 1,733 1,366 1,289 2,135 2,285 5,308 17,715

계 2,499 510 905 1,219 1,927 2,137 3,686 3,422 3,689 4,568 4,788 7,795 37,145

주) 기타에는 평가관리비, 국제협력사업, 사업단연구회운영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 ․ 재생, 전력, 원자력) 등이 포함됨
2013년도  IGCC 민간부담금(4,208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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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3)
(단위 : 백만원)

연  도 '88∼'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과 제 수 471 69 116 44 65 58 74 99 96 110 71 74 1,347

정부
지원

에특 151,920 32,963 58,788 79,370 25,500 28,000 28,906 27,200 40,603 40,000 42,000 39,581 594,831

전력
기금

- - - - 90,288 92,900 166,400 178,400 199,448 203,341 208,348 209,094 1,348,219

계 151,920 32,963 58,788 79,370 115,788 120,900 195,306 205,600 240,051 243,341 250,348 248,675 1,943,050

민간부담 97,998 18,015 31,668 42,499 76,912 92,776 173,298 136,647 128,888 213,474 228,485 530,818 1,771,478

계 249,918 50,978 90,456 121,869 192,700 213,676 368,604 342,247 368,939 456,815 478,833 779,493 3,714,528

주) 과제수는 신규과제수 기준, 정부지원금은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금 합계임
2013년도 IGCC 민간부담금(4,208억)포함

(2) 주요 추진 실적

(가) 태양광

○ 2009~2013년까지 정부지원금은 총 3,727억원 규모에 달하며, 결정질실리콘 태

양전지, CIGS 박막태양전지, 염료감응/유기태양전지 등의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

고 있음

- 태양광기술은 태양전지기술, 소재기술, 모듈 및 주변기기기술, 시스템기술로 구분

할 수 있음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태양전지 단가인하 및 고효율화를 위해 원소재, 박형 웨

이퍼, 모듈, 장비, 주변기기, 시스템 등 Supply Chain별 다양한 기술개발 추진

- (박막 태양전지) 박막태양전지는 가격 저감과 효율향상을 통한 조기시장선점을 위

해 2008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박막태양전지(Si박막, CIGS, 염료감응, 유기태양

전지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중에 있음

※ (OCI)태양전지용 Poly-Si 양산기술 독자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

∙ 2007년 6천5백톤/년 1호 준공

∙ 2009년 1만5백톤/년 2호 준공

∙ 2010년 1만톤/년 3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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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기술개발 성과물 사진

○ 태양전지기술은 결정질실리콘, 실리콘박막, 화합물박막, 염료감응, 유기 등으로 구분

- 저가 ․ 고효율화 잠재력이 큰 박막(실리콘, 화합물)태양전지 일괄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태양광발전 경제성 확보,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중

- 최근에는 화합물 박막태양전지가 활발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으며,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독보적 기술 점유를 위한 3세대(나

노, 양자점, 유무기 하이브리드 등) 태양전지 원천기술 및 상용화 요소기술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나) 풍력

○ 풍력분야는 1988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3년 까지 지원실적은 3,083억원 규

모에 달하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풍력발전기술은 풍력발전시스템기술, 핵심부품개발, 풍력단지개발 및 운영,연계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39] 유니슨 2MW 시스템 [그림 3-40] 효성 5MW 해상풍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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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시스템 기술

-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은 2005년도까지는 1MW급 이하의 시스템 설계 및 2MW이상

의 개념설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2004년 3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통해 국

산화 제작에 초점, 2008년도에는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시스템 개

발을 착수, 2010년 말부터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국내외 매출을 올리고 있음

- 2MW 풍력발전시스템 2기종 국산화 개발 후, 해상에 실증(STX 2MW, 두중 3MW 

등)연구를 통한 보급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저풍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및 블레이드 등 요소기술을 개발중

- 해상풍력용 3MW시스템을 국산화 개발(두산중공업)하여 해상에 실증을 완료하고 

해외인증을 취득하였으며, 5MW시스템을 국산화 개발완료(효성)하여 형식인증을 

취득했음

○ 풍력발전용 핵심 부품 기술

- 2008년부터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음

- 풍력발전용 핵심부품은 전력변환장치, 발전기, 블레이드, 증속기, 축구동계, 베어

링 및 요피치 시스템, 타워, Substructure 등으로 구분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00m이상 하이브리드타워, 카본소재 등 고효율 저하중 

대형블레이드 개발, 5~7MW급 Yaw, Pitch시스템 개발, 5MW급 증속기 국산화, 

지능형 감시제어설비, 대용량 고압전력변환장치, 5MW급 PMSG개발, 경량 

Rotor shaft 등 핵심기술 개발중

○ 단지개발 및 운영, 연계기술

-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실증/시범/확산 단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후, 해상풍력 

단지구축 관련 기술개발 및 풍력발전 발전단가(LCOE)저감을 위한 설치, 시공, 운

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

- 해상풍력발전기 및 지지구조물 설치시스템 개발, 해저케이블 매설기 개발, 구조물 

설치 레벨링 기술개발, 하이브리드형 지지구조물 개발 등 단지구축을 위한 설치, 

시공기술 개발중

- 해상풍력 단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 런타임 풍력단지 예측제어시스템, 해

상풍력 연계용 HVDC개발, 부식관리기술 등 계통연계 및 운영기술 개발중

- 또한, 제주 김녕에 풍력 실증단지를 구축완료(ʼ12.11월∼ʼ14.10월)하여 국내 기업

이 시스템 인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및 Track record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수소

○ 수소분야에는 1992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6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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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 저장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소기술은 수소제조기술, 수소저장기술, 수소 인프라 구축 기술로 대분할 수 있음

○ 수소제조기술은 수전해 기술, 탄화수소개질 기술, 원자력수소 제조 등으로 구분되

나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는 수전해 기술 및 탄화수소개질 기술을 중점

적으로 진행함

- 수소제조기술은 2003이후 지속적으로 탄화수소개질 기술에 중점을 두고 촉매, 수

소 분리막(멤브레인) 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에 CO2를 원천 분리할 수 있는 

개질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수전해 기술은 원천기술연구를 중심으로 해수의 전해질 이용, 전극 소재 개선, 고

효율 수전해시스템 등 저가격 수전해 수소제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

○ 수소저장기술은 수조저장용 특수소재 및 수소 압력용기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료전지자동차용 수소탱크 등으로 상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음

○ 수소 인프라구축 기술은 주로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용량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전국 주요 거점에 실증중(전국 주요 거점에 14개소 이상 설치)

(라) 연료전지

○ 연료전지 분야에는 198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4,196억

원 규모에 달하며, 시스템 개발, 핵심구성요소 국산화, 주변장치개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연료전지기술은 이용방법에 따라 건물용, 수송용, 발전용, 휴대용 등으로 구분

○ 건물용 연료전지는 1kW급 PEMFC를 중심으로 국산화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을 완

료하여 민간에 보급(500기 이상, 퓨얼셀파워 등)하고 있음

- 10kW급 상업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해외수출중

○ 수송용 연료전지의 경우, 100kW급 승용차, 200kW급 버스 등을 국산화 개발을 완

료하고 모듈화 기술을 적용하여 조립성을 대폭 향상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3년간 1,000대, 현대차)하고 있음

- 또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북유럽 4

개국에 시범보급, 독일 ․ 미국 등에서 보급 및 실도로 운영중

○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시스템(MCFC, 포스코)을 국산화 및 상용

화 완료하여 포항에 연산100MW규모의 BOP 및 스택 제조공장 운영중

- 2013년에는 경기도 화성에 세계 최대규모의 58MW급 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완공

하는 등 전국에 118MW이상 보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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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된 연료전지승용차 및 연료전지버스

(마) 석탄이용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866억원 규모에 달하며, 석탄가스화 기술, 중질잔

사유 가스화 기술, 석탄액화기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석탄이용기술은 가스화 기술, 액화 기술, 합성가스 정제기술, 석탄 수소 기술로 대

분할 수 있음

○ 가스화 기술은 석탄가스화기 설계 기술, 석탄가스화기 기술, 중질잔사유 가스화 기

술, IGCC 실증 및 설계 기술 등으로 구분

- 석탄가스화기 기술은 2003년부터 소형 가스화기를 이용한 가스화 연구가 주를 이

루었고, 2006년부터 IGCC 실증 플랜트용 가스화 공정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

며, IGCC 실증 및 설계 기술은 2006년부터 300MW급 IGCC 실증 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개발을 착수, 2010년 1단계가 종료되었으며, 2011년부터 2단계 

연구가 시작되어 플랜트 제작, 건설, 시운전, 실증운전이 추진되며, 과제가 종료되

는 2016년경에는 IGCC 실증 플랜트가 건설 및 운영되는 실질적 성과가 기대됨

* 1992년~2006년 0.2MW급 소규모 연구소 중심의 연구 → 연구의 대형화

(300MW급)로 발전사, 중공업사가 참여하여 상용화 중심의 연구수행

(바) 수력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171억원 규모이며,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 소형 

수차 개발 및 발전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소수력 기술은 자원조사 및 활용기술, 계통보호 및 자동화 기술, 발전설비 국산화 

및 표준화기술, 성능평가 및 현대화 기술로 대분할 수 있음

○ 무인화설비 및 계통보호 기술은 2003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실증사

업을 통해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음

○ 소형 수차개발 및 발전 기술개발은 ʼ05년 프란시스수차 개발에 대한 실증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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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팩키지형 50kW 소형 수차개발이 2006년에, 20kW급 상반전 수차발전기

개발이 ʼ09년에 진행됨

- 중 ․ 저낙차용 프란시스수차의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소수력발전소 9개소에 총 15

기(설비용량 7,144kW)를 보급함으로써 소수력기술(수차)의 국산화 도모

○ 2011년에는 마이크로급 수차 발전시스템, 저낙차 소수력발전용 발전기를, 2012, 

2013년에는 MW급 프란시스 수차발전기 개발 및 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소수력 발전은 소형화를 추진하고 소형시스템에 대한 저가화를 실현함으로써 

부존자원이 풍부한 하천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사) 해양 

○ 2008~2011년까지 지원실적은 429억원 규모이며, 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양분야 기술은 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 조력발전기술, 해수온도차 이용기

술로 분류할 수 있음

- 조류 ․ 파력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발전 실증연구 추진 중

* 대방수도, 울돌목에서 조류발전 실증연구 추진, 나선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음

○ 조류발전기술은 100 kW급 조류발전실증이 2003년에 진행되었으며, 300kW급에 

대하여 2009년에, 1MW급 단지용 조류발전시스템에 대하여 2010년에 진행중임

○ 파력발전은 월류파력발전기술에 대하여 2008년에,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에 

대하여 2009년에 시작하여 연구개발이 진행중임

○ 2010년에는 MW급 단지용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및 고효율 부유식 유압 파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 이외에 파력, 조류, 해양염분차를 이용한 발전 기술개발이 원천기술개발로 진행되

고 있음

○ 2013년에는 수직 진자운동형 및 가변공진형 파력발전기, 임팰러 방식 조류발전기, 

해양부유식 파랑발전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이 신규로 진행되고 있음

○ 향후 해양 분야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해양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기술 개발 및 기

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대규모 상용 단지에 대한 경제성 제고의 점진적 단계를 거

쳐 본격적인 자원 활용 및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아) 바이오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820억원 규모에 달하며, 수송용 연료 생산 기술 및 

바이오가스 전환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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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에너지기술은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유기성 폐기물 생산 및 활용 기

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활용 기술로 대분할 수 있음

○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은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기

타 바이오연료(바이오부탄올, 바이오수소 등) 생산기술 등으로 구분

- 2006년 바이오디젤 전국 보급을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 및 적용에 관한 기술개발이 

2004~2006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원료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부

터 동물성 지방, 미세조류 등 비식용원료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에 착수함

- 2006년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위한 실증평가연구가 진행되었고, ʼ06년 이후 바이

오에탄올 생산 및 원료(목질계 원료, 해조류, 식물 폐기물 등) 확보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며 향후 바이오에탄올의 전국적인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2년부터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이동식 바이오오일 생산 시스템 개발 추

진 중

- 2013년부터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촉매/반응기의 연속식 시스

템 개발 등이 추진 중임

○ 유기성 폐기물 생산 및 활용기술은 2009년까지 꾸준히 지원되어 왔으며, 2007년 

이후 다양한 활용처(액화 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70ton/day급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혐기소화 시스템이 2009년 완공

되었으며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지방보급사업을 진행

- 2011년부터 30ton/day급 음식물쓰레기 및 음식물 탈리액을 혐기소화하여 바이

오 가스 생산 및 정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료 예정 

- 2013년부터 고함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2ton/hr 스팀 및 전기에너지 생산

을 위한 건조 소각 통합형 연소로 시스템 개발이 진행중임

○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기술은 우드칩, 펠릿 등의 고형 연료 생산기술과 가스화 기

술이 주를 이룸

- 국내 최초 2ton/hr급 성형기 및 30만, 150만kcal/hr 전용 보일러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실증운전을 진행중 

(자) 태양열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296억원 규모에 달하며, 저온 태양열 집열 ․ 축열기

술과 대규모 태양열 복합화 및 산업이용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태양열 이용기술은 저온 태양열 집열축열기술, 태양열발전기술, 대규모 태양열 복

합화 및 산업이용기술, 태양연료 생산기술 등으로 대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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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저온 태양열 집열 ․ 축열기술과 시스템 운영기술에 중점적으

로 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어왔으며, 2008년부터 태양열 발전과 관련하여 타워형, 

태양열 반사판 등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짐

- 2009년 창호일체형 태양열 집열기 및 시스템, 하이브리드 흡수식 냉방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었으며, ㈜에이팩은 국내 최초로 단일 진공관형 집열기 개발완료 및 양

산설비 구축을 통한 대량 보급 체제 마련

- 태양열 발전 기술은 200kW급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기술개발과 반사판 코팅 

기술개발 완료

○ 근래에 들어 태양열의 건물적용과 발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물 적용 복합

기술, 다양한 형태의 집열기 개발, 태양열 에너지 이용처 다양화 등을 위한 지원이 이

루어지면서 2013년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장치 개발, 파사드 일체형 집

열기 개발, 이중투과체 구조의 중온용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개발 등이 이루어짐

(차) 지열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367억원 규모이며, 지중열교환기 기술개발과 열공

급시스템 기술개발과 지열발전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열기술은 지중 열자원 및 기반기술, 열공급시스템기술, 지중열교환기기술, 지열 

시스템 응용기술로 분류되는 지열냉난방기술과 탐사기술, 부지선정기술, 

Reservoir확보기술, Plant 기술로 분류되는 지열발전기술 등 두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05년도 이전까지는 다양한 지열히트펌프 개발 및 실증연구 등 냉난방 위주의 기

술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지열냉난방 시스템 적용성에 관한연구, 건물 하부 구조물에 설

치되는 지중열교환기 및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실증 평가 과제 완료

-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위한 실증현장 적용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초기

투자비 절감(20~30%)

- 시설원예 보급을 위한 수평형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으로 경제성 확인 및 단기

시공기법 개발

* 600평 규모 온실에 설치하여, 경유 대비 약 67% 난방비 절감 효과 입증

○ 지열냉난방기술은 건물에너지 자립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ICT 융합 지열 시스템 

지능형 통합유지 기술개발, Geo-PVT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가 추진 중

○ 이외에도 최근 지열발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9년 지열발전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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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타당성연구 완료 후 2010년부터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열저류층 생성 시뮬레이터 개발 및 4차원 영상화 

기술 개발 등의 원천 과제 진행 중

(카) 폐기물

○ 2008~2013년까지 지원실적은 516억원 규모에 달하며, RDF 연소기술, 열분해 기

술 등이 주를 이룸

- 폐기물 에너지기술은 고형연료 기술, 가스화 기술, 열분해 유화기술, 소각열 회수 

이용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고형연료 기술은 RDF 연소기술, 폐기물 성형 기술, 폐기물 건조 기술, 폐기물 선별

기술 등으로 구분

- 폐기물 성형 및 건조 기술은 ̓04년도부터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고형연료

(RDF) 제조 및 성형 기술 연구가 주를 이룸

- RDF 연소기술은 2003년도부터 전용 및 혼합연료 연소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

며, 2007년부터 10MW급 RDF 전용 열병합 발전 실증 기술개발을 착수, 연구가 

종료되는 2015년경에는 RDF 전용 열병합 발전 실증 플랜트가 건설 및 운영되는 

실질적 성과가 기대됨

- 2013년부터 친환경 복합 고형연료 제조 및 유동층연소보일러 혼소기술 개발이 진

행 중임

○ 열분해 유화 기술은 열분해(촉매) 기술, 정제기술, 반응기 기술, PVC 처리기술 등

으로 구분

- 열분해(촉매) 기술은 2003년도부터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대상으로 한 

열분해 유화 기술 개발이 주로 진행되어 왔음

○ 2011년부터 고열량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회수기술, 유기성 폐자원의 저

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이 진행 중

- 2012년부터 상용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 합성가스 생산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 2013년부터 산업수 슬러지 건조-열적 안정화처리 및 폐열회수 일체화 기술 개발

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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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방향

신 ․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강한 특성으

로 인해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최근 정부는 최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ʼ14.1)에 ʼ35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

지 대비 11% 공급목표를 설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신 ․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ʻ08-ʼ12) 신 ․ 재생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10.9%로 동기간 에너지 증가율보다 3

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 ․ 재생전력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46.6%로 전력공급 증

가율 보다 8배 정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34개국과 국제 비교시 1차에너지 

대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우리나라 신 ․ 재생에너지 분야내 기술수준은 86%(최고기술수준 100%) 수준으로 선진국

과는 10% 내외로 후발국인 중국과는 5%이내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ʼ14년-ʼ35년 기간 중 신 ․ 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은 6.2%의 목표로 태양광과 풍력을 핵

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 ․ 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

기 위해, 시장 친화적 제도설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신 ․ 재생 보급에 적

합한 모델 발굴을 통한 자발적인 민간투자에 대한 노력을 제고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위기술, 단위품목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원간, 첨단기술간 융복합 중심의 방향 전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정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도로 전략로드맵(2011), R&D Warehouse(2012, 

2013), 비전로드맵 등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융복합 비즈니스모델과 미래혁신 기술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사회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 ․ 재생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화는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시장 선점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신 ․ 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

는 산 ․ 학연 모든 기관 및 연구자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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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 신에너지 -

Scene 02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종 원

제1절  수소에너지

1. 개요

수소는 우주에서는 가장 많은 원소이지만, 지구상에서는 수소 단독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서 추출해내야 한다. 수소 자체로는 

무독성, 무색, 무취의 가스이며, 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이다.

기존 화석연료 일변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청정한 

에너지매체인 수소를 만들어냄으로써 환경 오염문제와 에너지자원의 지역적인 편중으로 인

한 수급불안 문제와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1973년 

1차 석유위기를 겪은 이후 ʻʻ지속가능한 수소경제사회ʼ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4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탄생되었고, 1977년 수소이행협정 (IEA-HIA)을 출범시켜 탈석

유시대를 추구하기 위한 수소의 잠재력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21세기 들어 화

석연료 고갈과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의 주도로 수소 경제 진

입을 위한 국가 비전을 내걸고, 국제 조직인 IPHE21)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 각국들도 앞 다

21) IPHE-국제 수소 연료 전지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www.iphe.net )은 수소 및 연료 전지 관련 기술 개발, 표준화, 정책 기준 및 정보 

교환 등을 촉진 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03 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창, 결성되었

다. 2014년 10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 위원회,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

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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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수소 관련 기술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미래 지향적이며 원천기술 개발 측면이 강한 수소에너지 기술은 요소, 시스템 및 응용 기

술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일찍부터 우주개발에 나선 선진국이 우위를 점하

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1세기 넘게 수소에너지기술이 이용되어 왔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톤의 산업용 수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나프타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을 그대로 내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생산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소생산-이용 경로를 볼 때,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해도 연료전지

의 고효율로 전체적으로는 환경보전과 화석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제조하고, 저장, 수송 및 효율적 이용기술을 연계시켜 수소 사

회로 진입하자는 것은 인류가 가진 목표이자 꿈이다.

기존 탄소 기반의 경제체제에서 수소 기반의 경제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함을 인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를 주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면서도 해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율이 97%에 

이르고 있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수소제조방법, 저장 및 수송 분야의 핵심기

술 등 수소에너지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시장동향

현재의 수소시장 규모는 산업용 유통량만으로도 세계시장 $208억(자체소비량 230억 포

함 총 $438억22), 국내는 적어도 6,000억원 수준23) 이며, 산업용으로의 수소는 석유화학산

업, 전자, 재료, 반도체 제조공업, 제철공업 및 우주항공 산업 등에서 꾸준한 수요증가를 보

여 왔다. 향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및 연료전

지의 보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에너지용도로서의 수소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다. 

현재는 수소원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소 제조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화석연료의 공급 부족, 청정에너지 필요성 등으로 21세기 중반쯤에는 지속가능한 수소제조

오스트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22) http://www.h2journal.com/displaynews.

23) 시중 유통량 21만톤, kg당 3,000~4,000원 수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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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로서의 수소 수요는 연료전지자동차나 포크리프트,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순

수한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상용화 보급에 달려 있다. 일본의 수소연료자동차 보급시

나리오에서는 2025년에 200만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의 전제조건은 연료

전지 자동차 사용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리성 등의 이점이 확보되어 순조로이 보급되는 경우

를 가정한 것이다. 동년도의 수소스테이션 보급 목표도 1천기에 달하고 있다. 대당 연간 주

행거리 1만km, 1kg 수소로 1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의 예

상 수소수요는 일본만 해도 20만톤/년이다. 수소를 저장할 용기나 압축기, 수소검지기에 대

한 수요도 자동차 보급이나 인프라 확대에 따라 늘어날 것이다.

사실 미래의 수소연료전지 세계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내놓은 바 있지

만, 발표 시기나 기관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미국의 파이크 리서치사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2020년 누적 판매대수가 2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24) 보고서에서, 

2014~2020까지의 판매대수는 서부 유럽이 37%,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36%, 북아메리카 

지역이 25%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판매수익도 2020년에는 매년 2,39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측했다. 동사는 수소스테이션에 대한 예측 보고서25)에서도, 2020년 경 5,200

개소 이상의 수소스테이션이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소스테이션에 대한 투자

도 연간 16억 달러로 10년간 총 84억 달러에 이르고, 수송용 수소요구는 2010년 775톤에

서 2020년에는 41.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의 수

소수요는 포크리프트가 기여하여 전체시장의 36%를 차지할 것이며, 승용차가 33%, UPS

전원공급용으로 27%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리서치앤마켓에서는 2014년 9월 보고서에서, 수소생산시장이 청정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이 5.9% 라는 가정하에, 2019년에는 1,382억 달러에 이를 것이

라고 추산하였다.26) 대부분의 수소제조사는 국제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공급계약에 주

로 의존하는데, 화석연료에 비교하여 수소 생산비용의 증가, 적정한 수송 및 분배체계의 부

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을 때 산업체가 갖는 리스크는 크기 때문이다. 수소스테이션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리스크 비용 분담이 민관이 합의되지 않으면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는 일부 수소의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리서치앤마켓은 2019

년 연료전지시장을 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27)

24) http://www.pikeresearch.com/newsroom/fuel-cell-vehicle-sales-to-total-2-8-million

-by-2020

25) http://www.pikeresearch.com/newsroom/more-than-5200-hydrogen-fueling-stations

-to-be-operational-by-2020

26) http://www.researchandmarkets.com/research/7jspbh/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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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2월, 범정부차원의 그린카 발전로드맵이 산업통상자원부(당

시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녹색 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28) 이중 수소

스테이션과 연료전지차량 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료전지승용차는 스택 국산화후 ̓15년 양산, 연료전지버스는 ̓18년까지 개발 후 ̓19년 

양산

- 연료전지차는 개발동향과 보너스-부담금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세제 및 보조금

을 지원 예정

- 수소스테이션은 2020년까지 168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LPG 충

전소와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연료전지자동차는 ʼ13년도에 양산 준비를 마쳤고, 수소스테이션의 그린벨트 내 건립은 

2014년 9월 3일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ʻʻ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수
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되 부지면적을 3,300㎡ 이하로 한다ʻʻ29) 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자동차로서 전기차에 관심이 집중되어, 연료전지자동

차와 수소스테이션 보급에 관해서는 정부의 가시적인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목표 도달은 불투명하다.

2-1. 국내수소 생산 및 유통량과 수소제조 방식

1) 수소제조기술의 분류

수소제조법의 분류 기준은 원료, 공정, 제조 장소 등 여러 관점이 있지만, 기술적 측면이

나 실용화 정도 또는 에너지 ․ 환경 문제의 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제조 원료로서 화석연료 

사용여부에 따라 <표 3-42>와 같이 구별하였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공정은 상용화되었으

며, 수증기 개질, 이산화탄소 개질, 부분 산화법, 자열 개질, 직접분해법 등이 있다. 그리고 

물을 원료로 한, 전기분해, 열화학, 광화학적, 생물학적 제조 방법은 물전기분해기술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연구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7) http://www.researchandmarkets.com/research/zx8zzc/fuel_cell

28)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705250

29) 월간 i-gas 저널, 183호, p55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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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수소생산기술의 분류

구분 방 법 원료 에너지원 기술수준

화석연료
이용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 LPG, 나프타 열 상용

이산화탄소 개질 천연가스 열 -

부분산화 중질유, 석탄 열 상용

자열개질 천연가스,LPG,나프타 열 상용

직접분해 천연가스 열 상용

비 
화석연료

이용

전기분해 물 전기 상용

열화학 분해 물 고온열(원자력,태양열) 연구중

생물학적 분해 물 또는 바이오매스 열, 미생물 연구중

광화학적 분해 물 태양광 연구중

(1) 화석연료 개질기술

수소는 세계적으로 96%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으며, 석탄 및 경유는 부분산화법, 나프

타는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의 경우 수증기 개질, 부분산화 자열개질법이 이용된다. CO2 분

리와 처리 및 저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공정이 세계적으

로 가장 경제적인 대량 수소제조법이다.

(가) 수증기 촉매 개질 공정 (SMR, Steam Methane Reforming)

SMR 공정은 메탄에 수증기를 넣어 Ni계 촉매상에서 분해반응을 일으키는 공정이다. 생성

물 중에 CO2의 생성비가 낮고 일정량의 탄화수소로부터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온도가 750℃ 전후로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H4 + H2O → CO + H2 (식 1)

국내에서는 석유화학공정에 필요한 수소의 대부분을 나프타 분해방식으로 생산하며, 올

해부터는 천연가스 개질방식이 도입되었고, 프로판 탈수소화, 소금물 전기분해, 제철소 코

크오븐가스(Coke-Oven Gas) 정제 등의 방식 등으로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화학공업에서는 공장 자체에서 소요되는 수소를 충당하기 위하여 나프타 개질 공정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잉여분은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 프로판 탈수소화 

프로판 탈수소공정(PDH, Propane Dehydrogenation)은 프로필렌 생산이 주목적이며, 

수소가 부생한다.



167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식 2)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수소 중 대략 5% 정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며, 2016

년 초 상업가동 예정인 연산 60만 톤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SK어드밴스드 울산 PDH 공장

이 가동되면, 연간 3만t 규모의 수소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 소금물 전기분해법

식염전해법에 의한 가성소다 제조 반응에서는 양극에서 염소가스, 음극에서는 가성소다

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NaCl + 2H2O → 2NaOH + Cl2 + H2 (식 3)

반응식에서 질량비율로 본다면 가성소다 80에 대해서 2(즉, 가성소다 1톤당 280㎥)의 수

소가 발생되고, 수분 외에는 거의 불순물이 없는 99.9%이상의 순도를 보인다. 국내 가성소다 

생산업체는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백광산업, 동양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총 160만 톤의 

NaOH 생산 규모이므로 연간 4만 톤(4.48억N㎥) 의 수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소는 독극물로 이동의 제한성 및 보관의 어려움이 있어 전해조 설비 가동률은 염소 수

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3-43> 우리나라 가성소다 생산량 규모

업체명
가성소다 

생산능력(2014)(천톤)

수소(㎥/hr)

예측량 신소재경제신문자료

한화석유화학 920 32500 35000

LG화학 500 17660 11000

삼성정밀화학 200 7000 15000

동양제철화학 55 1900 -

백광산업 90 3180 6500

합계 1,675 59,060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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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소금물 전기분해법에서는 양극에서 염소이온이 산화되어 염소가 발생하고, 
선택적이온분리막은 Na+는 통과시키지만, OH-, Cl-는 통과하지 못한다. 
음극에서는 물이 OH-, H+로 나뉘고 NaOH와 수소가 발생된다.

(라) 매립지 가스 개질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는 바이오가스와 유사하며, 메탄가스가 50% 수준이므로 정제 후 

개질하여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서울 상암동의 수소스테이션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하루 720N㎥, 시간당 30N㎥/h 수준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3-43] 매립지가스(바이오가스) 개질 기술 (자료: 서울특별시 상암수소스테이션)

(마) 제철소 부생가스

국내의 포항제철은 철광석의 환원반응에 석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양의 

부생가스 (열량기준으로 원료탄의 42% 수준)를 거의 전량 연료로 사용하며, 소요 에너지의 

약 94%를 석탄으로부터 얻고 있는 전형적인 석탄 베이스 에너지시스템이다.

제철가스는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Coke Oven Gas(COG), 고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선과

정에서 발생하는 BFG(Blast Furnace Gas), 그리고 전로를 이용하는 제강공정에서 발생하

는 LDG (Lintz Donawhitz Gas)가 있는데, 각각의 조성은 <표 3-44>에 보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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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원료공급처 지역 제조방식
생산능력(㎥/hr)

2014 2013 2012

덕양

한화석유화학 여수 소금물분해 35,000 35,000 20,000

SK 울산 나프타분해 10,000 10,000 10,000

삼성정밀화학 울산 소금물분해 15,000 15,000 9,000

삼성토탈 서산 나프타분해 9,000 9,000 9,000

태광화학 울산 프로판탈수소 14,000 14,000 7,000

LG화학 여수 소금물분해 11,000 11,000 -

<표 3-44> 제철가스의 조성

H2 CH₄
조성 (Vol.%) 발열량

(kcal/Nm³)CnHm CO CO₂ N₂

COG 56 25 4 7 6 2 4,800

LDG 2 - - 68 12 18 2,000

BFG 3 - - 24 23 50 800

CFG 18 1 - 42 27 12 4,900

자료: POSCO

이 가스들은 정제장치를 거쳐 제철소내 각 공정의 소요열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혼합된 

후, 코크스로 연료, 고로 연료, 철재가공열원 등으로 이용하고 전력생산에도 일부 이용된

다. BFG는 화학원료로서 가치가 있는 CO, H2의 함량이 낮아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COG는 정제하여 수소를 얻거나 혹은 포함된 탄화수소를 부분산화 또는 수증기 개질

을 하여 합성가스를 얻을 수 있다.

한때 포항제철에서는 COG로부터 H2를 회수하기 위하여 H2 PSA를 포항에 700N㎥/hr 

2기, 광양에 500N㎥/hr, 550N㎥/hr 각 1기를 사용한 바가 있었으며, 현재는 300N㎥/hr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신소재경제신문에서 수소유통업체의 수급에 대

하여 조사 보도한 기사에서 <표 3-45>와 같이, 연간 21만톤 정도의 수소가 시장 공급 가능

한 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소생산 공정의 비중을 보면 <표 3-46>과 같

이, 나프타개질, 소금물전해, 천연가스 개질의 순으로 공급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의 주요 용도는 화학공업의 원료물질, 탈황, 포화탄화수소 제조 등 매우 다양하다.

수소 공급단가는 배관, 튜브트레일러 등 공급방식과 공급량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당 

400원 내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45> 국내 산업용 수소 총 공급가능량



170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업체명 원료공급처 지역 제조방식
생산능력(㎥/hr)

2014 2013 2012

백광화학
군산 소금물분해 5,000 5,000 5,000

여수 소금물분해 1,500 1,500 1,500

롯데케미칼
서산 나프타분해 3,000 3,000 3,000

여수 나프타분해 3,000 3,000 -

삼성BP화학 울산 나프타분해 2,500 2,500 2,500

덕양*1 울산 NG분해 50,000 - -

소계 159,000 109,000 67,000

SPG케미칼

SPG케미칼 안산 메탄올개질 2,000 - -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수 나프타분해 45,000 40,000 40,000

대산 나프타분해 10,000 4,000 4,000

삼성토탈 대산 나프타분해 - 2,000 2,000

삼성BP화학 울산 나프타분해 3,000 2,000 2,000

이수화학 울산 프로판탈수소 - 1,000 1,000

효성 울산 나프타분해 - 1,000 1,000

소계 60,000 50,000 50,000

에어리퀴드

에어리퀴드1 여수 나프타분해 15,000 7,000 7,000

에어리퀴드2 여수 나프타분해 38,000 38,000 38,000

소계 53,000 45,000 45,000

린데

LG화학 대산 나프타분해 9,000 9,000 9,000

삼성 기흥 CNG개질 1,600 1,600 1,600

린데 포항 나프타분해 1,200 1,200 1,200

포스코 포항 코크스 300 300 300

소계 12,100 12,100 12,100

SDG

대한유화 울산 나프타분해 5,000 6,000 6,000

태광산업 울산 나프타분해 3,000 - -

효성 울산 나프타분해 2,000 - -

소계 10,000 6,000 6,000

대성산업가스 대성산업가스 파주 메탄올 2,000 2,000 2,000

창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서산 나프타분해 3,200 2,800 -

총계 299,300*2 226,900 182,100

*1 2014.7.1.일 완공된 덕양의 수소제조공장에서는 천연가스 개질로 부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하루 300톤 공급가능하다.

*2 총 유통가능량: 299,300 ㎥/hr은 24시간, 년 330일 가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211,647ton H2/yr 에 해당된다.

자료: 신소재경제신문,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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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국내 유통되는 수소의 생산공정별 비율

공정 생산능력(㎥/hr) 비율(%)

소금물전기분해 67500 22.6

나프타분해 161900 54.1

프로판 탈수소화 14000 4.7

천연가스개질 51600 17.2

메탄올개질 4000 1.3

COG 300 0.1

합계 299,300 100

<표 3-47> 수소의 공급 단가 추정치

정유부산물 나프타기반 LNG기반 석탄기반

수소단가(원/㎥) - 350~400 250~350 200~250

자료: SK

상황에 따라서는 수소수요처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11

월. 삼천리와 덕양이 한국전자재료 인천공장 부지에 천연가스 개질수소제조시스템을 도입

한 사례가 그것이다. 수소 수요 급증, 운송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압으로 인한 수송 및 보

관탱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당 최대 100N㎥의 비교적 소규모의 천

연가스 개질 수소제조시스템이다. 

3. 기술개발현황

3-1. 미국

미국은 부시행정부 시절에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2001년 5월 취임 초반부터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을 발표하는 등 에너

지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은 에너

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를 통해 수행하며, 정부는 위험성이 높은 초기 연구개

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금을 투자하는 것을 연구개발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미국 정

부는 2003년을 기점으로 5년간 $12억를 투자하는 Hydrogen Fuel Initiative를 시작하

면서 연구개발 규모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이후 FreedomCar and Fuel 

Program을 통해 투자비용을 $5억 증액시켰다.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IPHE)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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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술 연구개발은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저장기술은 정

치형 및 이동형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300마일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용 

수소저장 시스템 및 수소 운반, 충전 인프라, 전력 단지, 자동차 충전용 인터페이스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바 있었다.

2009년 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면서 전기자동차에 집중하면서, 2010년 예산안부

터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 연간 대략 1억 달러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여 

왔다.30)

분야 2013 예산요구(1백만$) 2014 예산요구(백만$)

수소생산/분배/저장 27 38.5

[그림 3-44] 미국 에너지부의 수소연료전지 예산 추이

이 과정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미국의 앞선 기술 유지 및 상용화 기반 마련, 새로운 일

자리 창출, 원유수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줄 에너지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환기되었다. 

연료전지 자동차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수송용의 수소저장 용기와 혁신적인 

수소저장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수소저장시스템의 성능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

30) http://hydrogen.energy.gov/pdfs/13004_historical_fuel_cell_h2_budg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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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이다.31) 이는 첨단 연료전지기술연구에 있어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선도적 역

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생산분야의 장기적인 과제인 생물학적, 고온태양열 및 광전기화학 이용 수소생산기

술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자원 이용 수소생산과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32) 수소인프라는 연료

전지차량의 상용화 및 보급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는 새로운 선도계획

인 H2USA를 추진하여 인프라구축을 돕고 있다.33) 또한 H2FIRST 프로젝트(Hydrogen 

Fueling Infrastructure Research and Station Technology)를 만들어 샌디아국립연구

소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여, 국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스테이션 건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보급 확

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3-2. 일본

일본은 1980년에 창립된 신에너지 ․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하여 연료 전

지 기술과 수소 이용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2009년 가정용 열병합발전시스템(에네팜)
을 일본시장에 도입하였고, 2015년 내에 상용화 출시 예정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서도 

토요타 등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지원과 함께 수소스테이션 정비를 하

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올해 4월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제4차)에서 ʻʻ수소는 1차 에너지원으로부터 다양

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기체, 액체, 고체 등 모든 형태로 저장 ․ 수송이 가능하므로 이

용 방법에 따라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환경 부하, 비상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장

래의 2차 에너지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ʼʼ면서, ʻʻ수소 사회ʼʼ의 실현을 향한 대처를 

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소에너지의 도입 추진은, 에너지기본계획에 있는 방향성인 

ʻʻ에너지의 안정공급, 경제효율성의 향상, 친환경, 안전성과 국제화 추진, 세계시장 개척과 

경제성장ʼʼ에 공헌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올해 6월, 경제산업성에서는 수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처의 가속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책정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에네팜의 보급 확대, 연료전지자동

31) http://energy.gov/articles/energy-department-awards-more-7-million-innovative-hy

drogen-storage- technologies-fuel-cell

32) K.Randolfp, Session introduction of Hydrogen Production, 2013 Annual Merit Review and 

Peer Evaluation Meeting, May 16, 2013

33) http://www.hydrogenfuelnews.com/department-of-energy-launches-new-hydrogen-f

uel-initiative /85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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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장의 정비에 덧붙여 수소발전의 본격 도입과 같은 수소수요 확대와 이에 대응한 수소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6월에 개정된 일본 재흥 전략 2014에서 이 로

드맵에 입각한 필요 조치를 취했다. 아베노믹스에 따라 시작된 경제의 선순환을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성장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해서, 새로운 일본의 재흥전략에서는 ʻʻ전략

시장창조플랜 테마2: 청정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의 실현ʼʼ 중에 수소사회 실현을 향한 

로드맵 실행을 내걸고,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근거로 수소의 제조부터 수송/저장 및 

가정용 연료전지와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이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진행하

는 것과, 산학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정하였다. 

수소는 원유정제시 나오는 가스 등 미이용에너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

크가 낮은 지역으로부터 싼값에 공급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연료전지 분야 특허출원건수, 에네팜 상품화 및 보급 등으로 볼 때 경쟁력이 

높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고용의 10%, 수출의 20%를 점하는 기간산업임에도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연료전지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산

업경쟁력확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주도하여 연료전지자동차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정책현황을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의 소재 및 자동차산

업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장기적 지속적 전략을 책정했다. 둘째, 

수소제조/저장/수송/이용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 대량공급 및 저가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지속을 추진한다. 셋째, 연료전지자동차 및 인프라 보급대책을 아베정권의 전폭적인 지원

과 지자체 및 산학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3-3. 독일

독일도 지속가능에너지 공급과 환경오염저감에 목표를 두고 수소를 수송용으로 적용하

기 위해 1970년대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온 국가이며, 다임러 벤츠사의 주도로 

1983~1987년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998년 ʻʻ수송에너지전략ʼʼ(Transportation Energy Strategy) 이 산업체와 정치인들 

사이에 수송분야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래, 그 결실로 2003년도에 클린

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연료

전지, 고압수소저장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액체수소저장 등 수소연료자동차를 실증하는 

것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수소에 대한 모든 국가 과제가 국가혁신프로그램 (NIP, National 

Innovation Program)으로 합병되었으며, 국가수소기구 (NOW, National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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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의 관할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연방정부와 기업이 동등하게 투자하

여 10년간 14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와 실증을 통해 시장진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수송용 적용(CEP II)와 가정용 에너지공급 (CALLUX)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최초 프로젝트인 GermanHy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이 개발

되었다. 국가 과제는 독일 각주의 지원도 받고 있는데, 함부르크의 "ZEM-Ship", 헤센의 ʻʻ
Zero-Regio-Projectʼʼ 등이 있으며, EU가 지원하는 HyChain 등의 과제에도 독일이 참여

하고 있다.

단기적인 실증을 위한 계획 외에도 장기적으로 수소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

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려는 노력에 의해, 독일의 H2Mobility 파트너십은 2023

년까지 약 400개소의 스테이션을 건립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전체적인 투자액 규모는 350

백만 유로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34) 대도시에는 10개소 이상, 대도시를 잇는 고속

도로에서는 최소한 90km마다 1개소의 스테이션 등 총 400개소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 영국

영국의 수소연료전지연구 허브 (The Hydrogen and fuel cell research hub, 

H2FCsupergen)는, Research Councils energy programme에 의해 자금자원을 받으

며,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핵심 이슈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35) 영국의 에너지, 저탄

소에너지시스템에 있어서, 수소연료전지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며, 정책/사회경제적 측

면, 시스템, 안전, 교육/훈련, 수소생산, 저장, PEMFC, SOFC/고온수전해, 집적화/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북서 잉글란드(North West England)를 잇는 수소연료의 확산에 관한 파트너십 

(Greater Manchester Hydrogen Partnership)은 맨체스터 지역과 맨체스터 메트로폴리

탄 대학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소연료의 효율적인 생산과 함께 수소연료 사용 가속화에 

주안을 두게 된다.36)

2013년, 영국정부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영국에 160만대의 연료전지 자동

차 보급 로드맵을 검토한 보고서를 내 놓았다.37)

34) http://www.now-gmbh.de/en/press/2013/h2-mobility-initiative.html

35) http://www.h2fcsupergen.com/ 

36) http://www.hydrogenfuelnews.com/new-hydrogen-fuel-partnership-takes-form-in-t

he-uk/859432/

37) http://www.fuelcelltoday.com/news-events/news-archive/2013/february/government–i
ndustry-study- sees- up-to-16-million-fuel-cell-vehicles-on-uk-roads-by-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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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할 때, 소비자가 구입하는 신차의 10%를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인구집중지

역에 65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을 설치하면 초기 연료전지 판매를 위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2020년쯤이면 수소는 디젤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디젤이 배출하는 이

산화탄소보다 60%정도가 낮으며, 2030년쯤이면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됨에 따라 

75%까지 낮출 수 있고, 2050년경이면 100% 낮추게 된다고 본다. 연료전지 자동차 판매 증

가에 따라 2030년경이면 1,150개소로 스테이션이 늘어나며, 수소의 51%는 재생전원을 이

용한 수전해로 생산되어, 2030년경이면 연간 3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게 된다. 연

료전지 자동차는 2060년경에는 30-50%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된다. 

영국이 초기의 수소스테이션 인프라에 들이는 비용은 2030년까지 400백만 파운드로 추

산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1)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2) 초기의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3-5.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소에너지분야 연구개발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말 관련기초연구가 시작되기

는 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1989년 당시 과기처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이 연구를 총괄하여 수소관련기초연구(열화학/광화학/생물학적 수소생산, 수소저장, 

안전기술 등 9개 과제)를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 수행하였으나 1단계(1989-92년)의 연구지

원 (총 약 3.5억 원 규모)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G7 과제에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산업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및 관련연구소에서의 중장기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부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1992∼2013년까지 수소분야 

49개 과제에 대하여 936억 원(정부 618억 원)을 지원하였다. 1992~2003년까지 수소분야 

16개 과제에 대하여 87.8억 원 (정부 62.2억 원, 민간 25.6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한다

면, 2000년대 이전의 대학중심 기초연구에서, 2000년 이후는 단기실용화위주로 개편하는 

경향이 커졌다.

1999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새천년기획조사연구를 통해 수소에너지분야를 

유망기술 후보로 선정,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후 미래부(당시 과학기술

부)는 2000년 ʻʻ수소제조 기술개발 기획연구ʼʼ를 거쳐 ʻʻ고효율제조기술 개발사업ʼʼ을 광화학

수소, 생물학적 수소, 열화학적 수소 등 3개 분야에 2000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시작하였다. 이후,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수소에너지연구 확대를 위해 미래부에서 ̒ ʻ고효율수소제조개발사업(2000.10- 2005. 9)ʼʼ을 

3년간 25억 원을 투입한 후 2003년 9월 조기종료하고, 이 사업내용을 포함시켜 2003년 10

월부터 ʻʻ21세기 프론티어사업ʼʼ으로서, 9년 6개월간 연 1백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ʻ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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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수소에너지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이하 수소에너지사업단)ʼʼ을 출범시켰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5년 계획으로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2004년 

출범시켰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창설한 IPHE 뿐만 아니라 IEA-HIA에도 가입하는 등 수

소연료전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후 사업단 운용기간 종료에 따라 에기평에서 

이를 이어받아 연구지원중이다.

이외에도 국토해양부와 중소기업청, 환경부 등에서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수소연료전

지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표적인 수소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5]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

(1) 미래창조부 수소에너지사업단38)

프론티어 수소에너지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ʼ03년 10월 부터 ʼ13년 3월까지이며, 개발

목표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순환이 가능한 수소에너지의 제

조 ․ 저장 ․ 이용 분야의 원천 ․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으로 870억원의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999억원이 투자되었다.

사업종료 시점인 2013년 3월 현재, 총 830편의 논문, 특허출원 392건, 특허등록 184건, 

기술이전 25건, 사업화 5건,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이 이루어졌다. 투입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실적이 국가 전체의 약 4배 수준이며, 사업단 자체실적 만으로도 세계 3.45%를 차지한

다. 특히, 3단계 특허등록실적은 1억원당 국가전체의 12배인 0.35편으로 세계관련 특허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프로그램으로 2000~2012년까지 수소생산/저장 분야 

180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단 2003~2013년까지 184건의 특허

38) 21C 프론티어사업-미래를 향한 10년의 도전 (2013) 미래창조과학부 (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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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적은 비견할 만한 성과이다.

수소에너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에 의미있는 수치의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핵심연구분야는 생물학적 수소 제조기술, 광전기화학적 수소 제조기술, 

전이금속촉매와 엔자임 활용 수소제조, 수전해방법, 칼슘붕소수소화물 및 마그네슘붕소수소

화물, 다공성 하이브리드 물질과 같은 신물질 등을 이용한 수소저장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사업단 및 에기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 ․ 재생에너지 중 수소분야는 수소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수소제조, 

수소저장, 수소수송 ․ 공급기술 및 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추진을 추진하였다.

<표 3-48> 미래창조과학부 수소에너지사업단의 단계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분야  1단계 (ʼ03~ ʼ05) 2단계 (ʼ06~ ʼ08) 3단계 (ʼ09~ ʼ12)

○핵심기반기술 확보 ○실증을 위한 기술 확보 ○상용화 기반기술 확보

수소
제조

⦁시간당 20㎥규모의 수소생산 
공급을 위한 충전소구축

⦁열화학, 광화학, 생물학적 
수소제조 성능향상

⦁광화학, 생물학적 
수소제조 실증 

⦁수전해 수소제조 실용화 
(5N㎥/hr)

수소
저장

⦁수소자동차용 고압수소 
저장용기 개발(350bar)

⦁금속 ․ 수소화물 및 나노재료 
등을 이용한 수소저장기술 개발

⦁금속 ․ 화학수소화물 등을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수소
이용

⦁리니어 동력/발전(1kW) 
및수소센서 요소기술 개발

⦁리니어동력/발전(5kW) 및 
수소센서 고성능화

⦁리니어동력/발전(5kW)시
스템 개발

<표 3-49>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분야 연구개발비 지원실적 (ʼ88~ ʼ13)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수
정부 민간

 연구비 비율(%) 연구비 비율(%)

수소 49 61,818  3.19 31,830  1.80 

자료: 에기평, http://www.ketep.re.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4.jsp?flag=4

열 ․ 물질 전달 특성을 고려한 수소공급 시스템, 고온태양열 화학사이클을 이용한 합성가

스 및 수소 생산, 나노 복합체에 의한 고효율 수전해 수소 생산, 폐 알루미늄 가수분해 반응

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생산 및 공급기술이 연구되었다.

(3) 원자력 수소사업

수소연료전지분야의 개방형평가보고서39)에 따르면, 교과부(현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

력기술개발사업 내 원자력수소 관련 내용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경제적

39) 국가연구개발사업 ʻʻ수소연료전지분야ʼʼ, 개방형평가보고서 11 (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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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은 ʼ97년부터 

시작되어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목표는 경제성 있는 수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

산시스템(초고온가스냉각로, VHTR)을 ʼ26년까지 개발하여 실증을 완료하는 것이다.

분야 1단계 ( ~ ʼ22) 2단계 (ʼ23~ ʼ26)

수소제조 ○ 원자력수소 실증시스템 완공 ○ 원자력수소생산 실증 완료

지금까지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고유 설계기반 코드를 고유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핵설계, 열유체설계, 기계설계 및 안전성 해석체계

를 구축하였고, 수소생산용 열화학기술로는 IS(Iodine-Sulfur) 공정이 연구되고 있다.

(4) 기타

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09~2018년, 10개년 동안 해양고세균

을 활용한 바이오 수소 대량생산기술개발이란 목표 아래, 2009~2012년 1단계사업기간 동

안 해양 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을 이용하여 균주개량, 배양기술

개발, 100리터 실증생산 및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개미산, 전분, 일산화탄소 등 재생자원

으로부터 고효율의 바이오수소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단계가 완료된 2012년 결과, 해양 고온성 고세균 Thermococcus onnurimeus NA1의 

수소생산 기작 규명 및 수소생산 설계도 작성, 5~100리터 고온혐기성 배양기 구축 및 운

용, 야생형 대비 2배 이상 수소생산성이 향상된 우수균주 개발, 세계 최대 바이오수소 생산

성의 배양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40)41)

[그림 3-46] 바이오수소생산을 위한 모식도

40) http://kiost.ac/kordi_web/?sub_num=105&state=view&idx=58

41) http://kiost.ac/kordi_web/main.jsp?sub_num=105&state=view&idx=415&sty=T&ste=%E

C%88%98%EC%8 6%8C&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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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체 및 지자체의 움직임

철강업계는 1톤의 철을 생산하는데 약 2톤의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소환원제철공정을 개발하는 ʻCO2 free 차세대 제철기술ʼ사업

을 수립하여 산업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2011.8)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확보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2012).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될 경우 방대한 신규수소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특히 국내의 FINEX 공정은 경제적인 수소가 공급될 경우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소환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에 연산 1,000대 규모의 수소자동차 생산시설을 구축하였

고42)), 동년 7월에는 울산 인근 화학공업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수소타운(140

가구)이 정부 52억원, 울산시 19억원, 민간 17억원 등 총 88억원이 투입되어 완공되었으

며, 향후 5년간의 모니터링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맡아 운영중이다. 43)44)

2014년 경상북도는 산업부가 공모한 에너지융 ․ 복합지원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포항에 수소연료 빌리지타운을 조성한다.45) 포항 수소 연료전지 타운 

조성 1단계 사업은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복지관, 실내 수영

장 등에 수소 연료전지 35대를 비롯해 수소 배관, 모니터링 시설, 홍보관 등을 설치해 수소

연료 빌리지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6년부터는 2∼

3단계 사업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림 3-47] 울산수소타운 개략도

4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496&g_menu=022200&rrf=nv

43) http://h2town.utp.or.kr/ (울산수소타운 홈페이지)

4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09000761&md=20130712004328_BK

4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04/20140604002483.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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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수소생산도 가능하다. 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380MW급 

IGCC 플랜트46)를 건설 중에 있으며 1일 20톤급의 석탄가스화 연구 설비를 개발하는 등 석탄

합성가스 생산설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IGCC는 석탄합성가스를 제조해 전기를 생산하

는 고효율 청정석탄발전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액화석유, 대체합성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등 다양한 연계기술로 확대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석탄합성가스 이용 청정가스연료 개발을 위한 R&D 공동기획 및 시행, 

국내 청정가스연료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R&D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47)

포스코는 석탄을 원료로한 국내 최초 연산 50만톤 규모 합성천연가스(SNG) 공장(포스코

그린가스텍)을 지난 2011년 6월에 착공, 시운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

갈 예정인데, 공정상 가스화 물질의 정제로 수소생산이 가능하다.48)

석탄 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가스 생산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혼합 석탄 가스화 기

술, 고발열량 폐기물 및 슬러지 가스화 합성가스 재순환기술 및 CO, H2 생산비 제어기술, 

폐기물의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화에 의한 수소회수기술 개발, 폐기물의 플라즈마 가스화용

융-수소회수-연료전지 발전 실증, 분산전원용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

술의 개발을 그동안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지원하여 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0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수소스테이션을 준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소제조장치 기술개

발을 수행해 왔다. 올해 네덜란드 수소제조장치 제조업체인 HyGear社와 MOU를 체결하

여, 수소스테이션 및 HCNG 충전인프라에 적용할 수소제조장치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49)

4. 국내외 보급현황

수소스테이션은 2013년 현재, 전세계 182기가 운영중이며, 지역별 특성 및 수소생산 방

법을 고려하여 구축되고 있다. 북미지역은 현재 72기로 ʼ20년에는 250기, 유럽은 현 80기

에서 20년 550기, 일본은 현 22기에서 15년 100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46)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란, 주로 석탄과 같은 고

체연료를 고온 ․ 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말한다.

4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29 

48)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61

4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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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00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3만 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수소인프라 비용의 30%를 

세제혜택을 주었다. 여러 군데 스테이션 소유자는 각각에 대해서 따로 적용을 받는다. 주택

용 연료충전기 구입 소비자는 1천 달러 지원을 받으며, 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종료

된다.50)

수소 공급 스테이션 사업의 미국의 ʻʻ퍼스트 엘리먼트 퓨얼ʼʼ(http://www.firstelementf

uel. com/)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료 전지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설비를 정비하겠

다고 발표했다.51)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얻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개인용 수소 공급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550만달러의 대규모 계약을 수소 공

급 장비 업체인 에어 프로덕트와 맺고, 처음에 건설되는 19곳의 수소 스테이션에 설비의 공

급을 받는다.

2) 독일

독일의 H2Mobility 파트너십은 2023년까지 약 400개소의 스테이션을 건립하는데 합의

하였으며, 전체적인 투자액 규모는 350백만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단계 4년

간에 100개소의 스테이션을 짓겠다는 계획은 연료전지차량의 초기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일본

연료전지자동차의 2015년 시장출시를 목표로, 석유, 도시가스,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

체와 협력하여 4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100개소의 스테이션을 확보할 계획이며, 가솔린 주

유소와 병설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규 정비를 통하여 스테이션의 건립 가격을 낮추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의 스테이션 건설비용은 550백만엔으로 2015년 목표는 360

백만엔이다. 수소스테이션 설치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ʻʻ연료전지자동차

용 수소공급설비투자보조사업ʼʼ으로 설치비의 일부를 ʻʻ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ʼʼ(NEV)를 통

해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규모와 공급방식에 따라 최대 280백만엔까

지 가능하다.52) 2014년 6월30일 현재, 2013년도분은 18건, 2014년도분은 23건으로 합계 

41건의 교부가 결정되었다.

50) http://www.afdc.energy.gov/laws/351

51)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41006005176/en/FirstElement-Fuel%E2%

80%99s-25.5- Million-Deal-Air-Products#.VERnUuawc-V)

52) http://www.cev-pc.or.jp/hojo/suiso_pdf/h26_kit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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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국내에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곳 중 종료된 곳을 제외하면, 총 8기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68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계획이 없어 목표달성은 불

투명하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세계 4위로 2013년 수출액의 13.3%, 고용의 7.3%

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남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53)

5. 표준화 동향과 향후 방향

적어도 수소는 오랫동안 산업용 시장과 관련 산업이 있어 왔기에 산업측면에서는 수소에

너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상존한다.

기존의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셰일가스도 언

젠가는 고갈될 화석 연료이다. 석유가격이 급등했던 30여년 전에는 석탄이나 오일셰일을 

이용한 합성연료, 20여년 전에는 메탄올, 20년 전에는 전기(배터리자동차), 10년 전에는 

수소 ․ 연료전지, 6년 전에는 에탄올이나 바이오연료, 3년 전부터는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은 전기구동차에 전략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상황에 따라 관심 대상 

순위는 변화될 지언정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풍력 등 자연에너지포함)를 

활용하는 에너지기술과 이들 간의 융합, 타 에너지원과의 에너지믹스가 화두가 될 것이며, 

수소의 역할도 그 중 하나임은 자명하다.

재생에너지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15 테라

와트 수준, 1테라와트는 1 * 1012 와트)의 1만배에 달하지만, 기상조건에 따른 간헐적 특성

과 수급의 불일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가 보급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해 왔다.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유럽국가를 중심으

로 에너지 공급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는 대규모 에너지저장 기술이 필요하다.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54)를 통해,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해준다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세계에너지의 80%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저장방안으로서의 수소이용 해법의 응용은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의 

전기그리드로의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이라는 자료에서도 보듯이,55) 향후 에너

53) http://www.etnews.com/20140930000347

54) http://srren.ipcc-wg3.de/report/srren-spm-fd4

55) http://www.fuelcelltoday.com/analysis/event-reports/2013/hydrogen-plus-fuel-cell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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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캐리어로서의 수소 역할이 중요시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제조기술의 개발

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그림 3-48] 수소에너지 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기술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표준화는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기술주도국은 이러

한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상업화 보급에 기선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현재 수소에너지분야의 기술표준은 ISO/TC197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사국은 캐

나다로 2014년까지 의장을 맡으며, 주요 활동국은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이며, 33개국 (P-멤버: 20, O-멤버: 13)이 참여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대한 국내기업의 표준화 참여의식은 연계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저조한 편이다. 선진국의 기술개발 및 표준선점, 소재 및 원

천기술 확보의 한계, 일부 선진기술과의 격차 등이 있지만, 국제표준의 초기단계이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진국 기술기준의 극복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국제표준회의 국내

전문가 양성과 운영, 관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안을 위한 연속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신호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수소인프라 공급 상용의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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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저장수단이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연료전지기술을 

응용한 전기화학셀에 의한 충방전기술과 물분해 수소제조 및 저장기술을 조합한 "수소전력

저장 및 충방전시스템"은 대규모, 장기저장, 가격, 충방전효율 등에서 우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56) 물분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합성천연가스나 화합물을 만드는 공정의 가능성도 검

토57)58)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시장에 이익을 주는 기술이 되도록 틈새시장을 찾

아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접 태양빛을 이용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방법 즉 광

생물학적 또는 광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수소를 연료전지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극

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수소제조 및 저장소재의 나노화, 기능성화로 전체적인 시스

템 효율과 내구성을 증대시켜 상용화 가능 수준의 단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

로는 서비스 수명 최적화와 가격 저감을 위한 수전해장치의 부품개선, 풍력과 같은 부하변

동이 심한 재생전원에 맞는 전기분해방식용 촉매와 전해질 개발, 수소저장소재를 이용한 분

산전원용 수소저장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50> ISO/TC 197 표준화계획과 주요 이슈

표준화 계획 ISO/TC197 주요 이슈사항 기타 

- 수소시스템 구성요소 : 밸브, 

압력조절기, 필터 등

- 액체수소-충전소(서비스충전소)

- 수소분배기

- 충전소와 자동차간 인터페이스

- 수소저장용기부품

- 탑재 장치용 금속 수소화물 저장 시스템

- 대형 주요장치용 금속 수소화물 저장 

시스템

수소부품관련 특별작업반(Ad-hoc group)

- 목적: 수소시스템관련 부품의 표준화

- TG그룹: 고정형,자동차용,휴대용

- 검토대상: relief devices, valve, 

regulators,pressure line, fittings, 

seal/O-lings,filters,heat 

exchangers,injectors,vent systems 등

- 향후 진행사항 : 유효성 평가확인, 자동

차적용 검토

- 수소저장에 있

어 전기적인 안

전성, 저압력으

로 작동되는 장

치에 고압력이 

적용될 경우 방

호장치 등 안전

관련 위원회 구

성 예정

자료: 한국정밀화학진흥협회

56) http://www.nedo.go.jp/koubo/FF2_100048.html

57) http://www.fuelcelltoday.com/news-events/news-archive/2012/november/uk-consortium

-to-examine- feasibility-of-synthesising-methane-from-electrolytic-hydrogen-and-

industrial-carbon-dioxide

58) http://www.press.bayer.com/baynews/baynews.nsf/id/Bayer-RWE-Siemens-association

-academic- partners-research-utilization-CO2-using-renewable-en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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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

(0*/5)

ISO 16110-2/2010 연료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수소발생기-효율측정

ISO 14687-1/2008 수소연료-생산규정-PEM용 육상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장치

ISO/TS 14687-2/2012 수소연료-생산규정-PEM용 육상자동차

ISO 22734-1/2008 물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발생기-산업 및 상업용

ISO 22734-2/2011 물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발생기-주거용

저장/이용 

(4*/8)

ISO/TS 20100/2008 가스수소-충전소

ISO/TS 15869/2009 육상자동차용 가스수소와 수소합성

* ISO 13984/1999 액체수소-육상자동차 연료시스템-인터페이스

ISO 15594/2004 공항수소연료 주입설비

* ISO 13985/2006 액화수소-도로용,수송용 저장용기

* ISO 17268/2012 가스수소-도료차량 연료주입 연결장치

* ISO 16111/2008 이동용 가스저장 장치-가역성 금속 하이드라이드에 흡착된 수소

ISO/TS 20100/2008 가스수소-충전소

품질,안전

(1*/3)

ISO 26142/2010 수소감지기

* ISO/TR 15916/2004 수소시스템 안전을 위한 기본 검토사항

ISO 16110-1/2007 연료공정기술을 이용한 수소발생기-안전

<표 3-51> 수소기술 국제표준 현황(ISO/TC197)

자료: 한국정밀화학진흥협회, *는 KS로 제정된 개수 또는 항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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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민 진

제2절  연료전지

1. 개요

연료전지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발

전장치로서, 연료전지 스택, 연료변환장치, BOP 및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통합기술이다. 기

존 화력발전 대비 연료전지 발전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약 40% 감소되고 에너

지 사용량은 약 26%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신에너지 기술로 미국, 일본, EU에서 녹색산업

의 하나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림 3-49]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6%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정치형,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연평균 40% 

수준의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2012년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성장

하여 총 45,700 대에 달해 2011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3

년 상반기 출하량은 67,000 대에 달하여 2012년 대비 두 배 성장은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출하된 시스템의 총 전력 규모로 볼 때 정치형 시스템은 여전히 연료전지 산업을 이

끌고 있으며 지역적인 면에서 지난 5년간 아시아 지역이 연료전지 적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2012년 출하는 52% 성장세를 보였고 2013년 출하는 

57%로 더욱 빨리 성장하였다. 연료전지 타입 별로는 PEMFC 기술이 거의 전 부문에 걸친 

넓은 적용 분야를 지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가장 대중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uel Cell Today Industry Review 2013)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15대 녹색 기술 중 연료전지 관련 분야는 

연료전지 발전, 그린카, 에너지 저장,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어 그 경제적, 산

업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핵심 녹색기

술에도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등 관련 기술과 함께 연료전지가 선정되어 그 중요성을 입증

했으며, 향후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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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용도별 출하량 (좌) / 용량 (우) 
출처: Fuel Cell Today Industry Review 2013

가. 연료전지의 원리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한다. 연료전지는 이와는 반대로 수소와 산소로부

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이다.

H2 + 1/2O2 → H2O + 전기, 열

연료전지에서는 전기와 동시에 열이 발생한다. 연료전지의 기본 구성은 연료극/전해질층

/공기극으로 접합되어 있는 셀(cell)이며, 다수의 셀을 적층하여 스택을 구성함으로써 원하

는 전압 및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기본 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연료인 수소가스를 연료극 

쪽으로 공급하면, 수소는 연료극의 촉매층에서 수소이온(H+)과 전자(e-)로 산화되며, 공기

극 에서는 공급된 산소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 수소이온과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한 전자

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시키는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외부 흐름이 

전류를 형성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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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연료전지의 기본 구성

나. 연료전지의 특징

첫째, 발전효율이 높다.

종래의 발전 방식은 연료의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열 및 운동에너지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연료전지의 전기발전 효율

은, 운전 장치 사용 전력 또는 열 손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30~60% 이상이며, 열병합 발전

까지 고려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은 80% 이상이다.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가스터빈의 경우 

출력 규모가 클수록 발전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연료전지의 경우 출력 크기에 상관

없이 일정한 높은 효율을 얻는 것도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저공해이다.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 

장치이기 때문에 화력 발전이나 디젤 발전기에서와 같이 연소과정이 없으며, 발생하는 것은 

전기와 물, 그리고 열 뿐이다. 현재는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얻고 있

으나 궁극적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물의 전기분해로 수소를 얻게 되

면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에너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연료전지는 모듈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규모 조절이 용이하고, 설치 장소

의 제약이 적다는 것도 최근 부각되는 연료전지의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는 규모에 

따른 에너지 전환 효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소형에서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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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특징 고온형 연료전지 저온형 연료전지

구분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MC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인산염
연료전지
(PAFC)

알칼리 
연료전지
(AFC)

고분자전해질막 
연료전지
(PEMFC)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DMFC)

작동온도 550~700℃ 600~1000℃ 150~250℃ 50~120℃ 50~100℃ 50~100℃

주 촉매 Perovskites 니켈 백금 니켈 백금 백금

전해질의
상태

Li/K alkali 
carbonates 

mixture
YSZ GDC H3PO4 KOH 이온교환막 이온교환막

전해질
지지체

immobilized 
liquid

Solid
immobilized 

liquid
- Solid Solid

전하전달
이온

CO3
2- O2- H+ OH- H+ H+

가능한
연료

H2, CO
(천연, 

석탄가스)

H2, CO
(천연, 

석탄가스)

H2, CO
(메탄올, 
석탄가스)

H2

H2

(메탄올, 
석탄가스)

메탄올

외부연료 
개질기의 
필요성

No No Yes Yes Yes Yes

에너지 전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는 수W급에서 수십 MW

급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료전지는 소음, 유해가스 배출을 획

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도심 어디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다. 연료전지의 종류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알칼리 연료전지

(AFC),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작동온도에 따라 다시 고온

형과 저온형으로 구분되며, 650℃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온형 연료전지인 MCFC와 

SOFC는, 백금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와는 달리, 전극촉매로 니켈을 비롯한 

일반 금속촉매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온형은 발전효율이 높고 고출력이이지만 시동 

시간이 오래걸려 발전소나 대형건물 등에 적합하다. 저온형인 PAFC와 PEMFC, DMFC는 

200℃ 이하에서 상온에 이르기까지 저온에서도 구동될 수 있으며, 시동시간이 짧고 부하변

동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나, 고가의 백금 전극이 필요하다. 연료전지의 종류에 따른 특성

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표 3-52> 연료전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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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특징 고온형 연료전지 저온형 연료전지

구분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MC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인산염
연료전지
(PAFC)

알칼리 
연료전지
(AFC)

고분자전해질막 
연료전지
(PEMFC)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DMFC)

효율
(%LHV)

50~60 50~60 40~45 - <40 -

주용도
대규모발전,
중소사업소 

설비

대규모발전,
중소사업소 

설비, 
이동체용전원

중소사업소설비,
biogas plant

우주발사
체 전원

수송용 전원, 
가정용 전원, 
휴대용 전원

휴대용 
전원

특징

발전효율 높음, 
내부개질 가능, 

열병합대응 
가능

발전효율 높음, 
내부개질 가능, 
복합발전 가능

CO 내구성 큼, 
열병합대응

가능
-

저온작동
고출력밀도

저온작동
고출력밀도

과제
재료부식,

용융염휘산
고온열화,
열파괴

재료부식,
인산유출

전해질에서 
누수현상 

방지

고온운전 
불가능, 

재료비/가공비 
높음(고가의 

촉매 및 전해질),
낮은 효율
(30~50%)

고온운전 
불가능,

재료비/가
공비 높음,

메탄올 
크로스 

오버 문제

연료전지는 수W 급 휴대용 전원에서부터 수십MW 분산발전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연료전지 종류별 응용제품을 구분한 것이다.

<표 3-53> 연료전지 종류별 응용제품

제품종류 용량
연료전지

PAFC MCFC SOFC PEMFC DMFC

발 전
분산발전 수십㎾ - 수십㎿ ● ● ● ○ ○

건물용 수㎾ - 수십㎾ ○ ○ ● ● ○

수송용
차량용 수㎾ - 수백㎾ ○ ▲ ● ● ○

선박용 수백㎾ - 수십㎿ ○ ● ● ○ ○

휴대용
수백W - 수㎾ ○ ○ ● ● ●

수W - 수백W ○ ○ ○ ● ●

●：적용,  ▲：일부고려,  ○：적용가능성 희박
주) D.K. Gaman et. al., Fuel Cell Report to Congress, 200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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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장 동향

2013년에 발표한 일본 후지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해외 연료전지 시장은 향후 15년간 

시장 규모는 약 73배 증가하여 2011년 699억 엔에서 2025년 5조 1,843억 엔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별로는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이 9,700배 증가하는 등 최대 성장부문으로 예상

되고 업무/산업용, 가정용은 각 19배, 69배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

로 전망된다. 2011년의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규모는 약 699억 엔 수준으로 업무/산업용 연료

전지 시장이 359억 엔, 51.4%의 비중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뒤를 가정용, 휴대용/백업용 

연료전지가 각 22.7%, 17%의 비중으로 이들의 합은 총 시장에서 91%에 달한다. 향후 2025

년 연료전지 시장은 약 74.2배 성장, 그 규모가 51,843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

동차 부문 연료전지는 향후 15년간 그 규모가 9,701배 증가하여 약 29천억 엔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업무/산업용, 가정용 중심에서 연료전지 자동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

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연료전지 역시 지금의 약 69.4배 증가한 11,190억 엔으로 빠른 

성장이 예측되며, 업무/산업용의 경우 시장 비중은 약 14% 축소가 예상되나, 시장은 19배 이

상 성장하여 7천억 엔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4> 연도별 출하량 (2009-2013)

출처: Fuel Cell Today Industry Revie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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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연도별 용량 (2009-2013)

출처: Fuel Cell Today Industry Review 2013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2011년을 기준으로 총 보급량 63.3천 toe 규모로 최근 5년간 연료

전지 보급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신 ․ 재생에너지 전체 보급량의 1%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료전지 보급량

은 과거 5년간 연평균 약 140% 씩 성장하여 태양열 1.75%, 태양광 89.48%, 풍력 23.09% 

등에 비하여 신 ․ 재생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보

급량은 63천 toe 수준으로 전체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0.8348% 에 불과해 연료전지 도

입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제고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연료전지 

산업은 연료전지 설비 도입과 연료조달을 통한 연료 투입 단계와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운

영단계, 그리고 자가 소비 또는 외부로 판매하는 소비/판매 단계로 이뤄진다. 연료전지에서 

수소 제조의 기초가 되는 원료는 LNG, 등유, 신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으로 다양하

다. 그러나 조달의 용이성 및 현재 가격 수준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LNG 등이 주로 활용

되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 1kW급 시스템의 경우 현재 1기당 약 5천만원 정도로 화석연료 

대비 수배에 달하는 도입단가로 가격 경쟁력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운영 단가 발생 역시 보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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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분산발전이란 통상 수백kW에서 수십㎿까지의 전력을 소비처에서 생산하는 발전하는 방

식으로 중앙집중식 발전에 대응하는 발전 형식이다. 일반 화력발전은 건설단가 및 발전효율 

측면에서 중앙집중식이 유리하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분산발전에 보다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어, 고온형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분산발전으로의 응용이 오랫동안 연구 개발되어 왔다. 

분산발전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NIMBY 현상을 피할 수 있고, 원거리 송전에 따르는 5-8% 

정도의 송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수요 특성에 맞춘 

발전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그 보급이 크게 기대되는 발전 방식이다. 

분산발전용 연료전지는 세계적으로 Fuel Cell Energy (MCFC, 300kW+), 포스코에너

지 (MCFC, 300kW+), Bloom Energy (SOFC, 200kW), 두산퓨얼셀 (PAFC, 400kW 구 

ClearEdge Power 기술) 등 대표 제조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때문에 주요 시장은 지속

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Ballard는 매년 소량의 PEMFC ClearGenTMunit을 

판매중이고, 2012년 말에 Toyota USA 본사에 1MW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Fuel Cell 

Energy는 미국 내에서의 제품 용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포스코에너지와 

2014년부터 한국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하기로 협정을 맺어 우리 나라의 발전차액제 

및 RPS 제도 등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제품 설치 및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Bloom Energy는 미국 시장에서 Delaware에 건설 중인 East Coast manufacturing 

facility로 인하여 주문만 수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 새로운 공장에서는 Delaware 주 전력 

그리드에 약 30MW를 공급할 두 대의 대형 연료전지 발전장치를 건설 중이다.

[그림 3-51]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생산공장 (M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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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용 연료전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2015년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

여, 2020년 세계시장 규모는 $80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52]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 (Million US$), ADL

나. 건물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전지를 차세대 주택용 동력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도시가

스나 LPG 등의 연료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간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에

너지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장치이다. PEMFC를 사용한 가정용 연료전지의 전기효율은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난방과 온수까지 해결

하는 열병합 시스템까지 적용하면 80% 이상으로 상승한다. 

건물용 연료전지는 열병합 발전 또는 비상전원으로 2008년 상용화가 시작되었으며, 최

근에는 가격저감, 대량생산설비 구축과 함께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최

대강국인 일본은 2009년 5월 출시한ʻENE-FARMʼ으로 인하여 고효율, 고내구성, 저단가

의 시스템 개발의 결과를 불러왔으며 2013년 약 50,00 대의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중 

PEMFC 모델은 700~750 W 출력으로 전력변환 효율 및 열회수 효율을 합산하여 총 효율 

95% 달성이 보고되었다. 현재 보조금을 제외한 제품 단가는 2백만엔으로 경우에 따라 25%

까지 보조금 및 금융 혜택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Callux project를 통해 2008년 9월부터 

2012년 말 사이에 350대의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 외에도 Ceramic Fuel Cells Limited 

(CFCL)는 유럽 SOFT-PACT project를 통해 성곡적으로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본 



196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프로젝트는 2014년까지 시행 예정이다.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로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 정책 및 

기술개발에 따라 2015년 이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1kW급의 경우, 2006

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ʼ으로 총 210기(1차 40기, 2차 

70기, 3차 100기) 설치 ․ 운영 중이며, 그린홈 보급사업 및 신 ․ 재생에너지 시범보급 사업

(2010∼2013)을 통해 현재(2013.9월 말 기준) 약 1,200기가 시범 보급되어 일반 건물 및 

시설물 등에서 설치 ․ 운전 중이다.

다. 수송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발생시켜 차량을 구동시키는 시스템으로서, 탈

석유 시대에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줄여 특히 도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표 3-56> 연료전지 자동차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2035

toe 649 1,297 7,783 14,268 20,754 33,726 53,182 330,766 765,301 1,134,980

TOC 3,450 6.900 41,400 75,900 110,400 179,400 282,900 1,759,500 4,071,000 6,037,500

출처: 현대차

현재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저감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

다. 그 중 자동차 영역은 가장 치명적인 영역 중 대표 주자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 레벨 대

비 2050년까지 GHG emission을 80%까지 줄이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육상 교통 분야에

서 95%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대중 교통 수단의 이용 

증가와 저공해/무공해 자동자의 사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로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차, 연료전지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시장은 연료전지차와 전기차가 주도할 전망이다. 전기차는 2011년부터 상용화가 진

행되었으며, 연료전지차는 2015년경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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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미국 NREL)

수송 분야의 연료전지 이용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보조

금 없이도 연료전지의 이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상당한 숫자의 연료전지 버스가 세계 여러 

도시에 걸쳐 운행 중인 실정이다. 원가절감과 연료전지 시스템의 대량 새안을 위한 협업은 

2013년을 기점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2013년 7월까지 3개의 협업구도 (BMW/Toyota, 

Daimler/Ford, GM/Honda)가 형성되었다. BMW와 Toyota는 2013년 1월, 2020년까지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 탱크, 전기 모터 등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연료전지 자동차 플랫폼을 

공동개발하기로 발표했다. 이로인해 Toyota는 독일이라는 중요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

고, 그 간 수소연소엔진 개발에 주력해오던 BMW는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의 도약이 가능해

졌다. 수 십년간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온 Daimler와 Ford는 2013년 1월, 2017년부터 

상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의 기술 파트너로 동맹에 합류하였다. Daimler는 2017년까지 

개발될 독일의 인프라와 기타 여건에 보다 알맞은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며, Ford는 

상용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대한 상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부문의 기술적 수준

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어 2013년 7월, Honda와 GM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진행하였다. 양사는 전문 기술의 공유와 양산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한 이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Honda는 2015

년 FCX Clarity를 미국과 일본에서 시판할 계획이며 유럽을 그 다음 시장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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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현대자동차 투싼ix 연료전지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조기 시장의 이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업체를 빠르게 추

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연료전지 자동차의 일련의 실증을 마

치고, 2012년 9월 ix35 Fuel Cell을 공개하였고 2013년부터 연료전지 자동차 연간 생산 

규모 1,000대의 준양산라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2015년에는 그 생산 규모를 

연간 10,000대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2014년 공공용 및 개인용 

연료전지 자동차의 제조와 매출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축한 양산라인을 통해 제작된 첫 15대의 연료전지 자동차는 2013년 6월 덴마크 

Copenhagen Municipality로 배송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2012년 12월 

Honda, Toyota, Nissan, infrastructure builer, Nordic NGOs와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candinavia에서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인프라를 가져오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2020년에는 세계 시장 34조, 국내시장 8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7>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규모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2035

국내 시장규모 830 830 3,659 3,659 3,659 5,402 8,117 32,470 45,800 59,530

국외 시장규모 2,600 78,000 68,727 68,727 175,091 254,117 338,823 847,059 3,388,2366,21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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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자동차 회사 들의 연료전지 차 양산 계획
출처: 현대자동차

<표 3-58> 연료전지 자동차 성능비교

Hyundai ix35 FCEV 
2014

Toyota FCV-r 
Concept Honda FCX Clarity

Power Source/Engine
100kW fuel cell stack/
24-kW lithium-polymer 

storage battery
100kW fuel cell V Flow Fuel Cell Stack

Price N/A* $50,000-$100,000
(projected)

$600/month 3-year lease
(limited location)

Fuel Type Compressed Hydrogen 
Gas

Compressed Hydrogen 
Gas

Compressed Hydrogen 
Gas

EPA Mileage Estimates
(City/Highway/Combined) Combined: 71 N/A 60/60/60

Curb Weight (Ibs) 4,034 N/A 3582

Range 361miles 300miles 240miles

Fuel Capacity 5.64kg @10,153 psi ≈6kg @10,000 psi 3.92kg @5,000 psi

Refueling/Recharging 
Time 3 min 3 min 3 min

Horse Power 136 hp 136 hp 134 hp

Acceleration Seconds
(0-60mph) 12.5s N/A N/A

Wheelbase (in) 103.9 109.4 110.2

Length (in) 173.6 191.7 190.3

Heigth (in)  65.7  60.4  57.8

Width (in)  71.7  71.3  72.7

Passenger Volume
(cu. Ft.) N/A N/A 100.8

Cargo Volume (cu. Ft.) 19.4 N/A 13.1

출처: 고정형 연료전지 시장의 실태와 장래전망, 이슈궤스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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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내구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료전지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각국 정부의 수

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와 재정지원에 따라 상용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인프라 구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까지 국내에는 15개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점

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잉여수소 활용이 쉬운 울산, 여천 지역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

권을 중심으로 수소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어, 점차 광역시 및 광역시를 연결하는 구도로 수소인

프라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료전지 신규시장 창출 방안으로 2012년 기존 LNG외

에 산업체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타운 과제를 추진하였다. 울산시를 주축으로 진행

된 부생수소 수소타운은 2013년 완공되어 주거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림 3-56]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2011년)

[그림 3-57] 수소충전소 설치 로드맵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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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현황

가. 발전용 연료전지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06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생산 설비 확장, 제품 성능 

개선, 수명 연장, 시스템 최적화 등을 통해 가격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

kW급이던 발전용량을 MW급으로 대용량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제품은 미국 FCE 사의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시스템, 미국 

UTC 사와 일본의 Fuji, Toshiba의 인산형 연료전지(PAFC) 시스템이 있다. FCE 사와 전

략적 제휴를 맺은 포스코에너지사는 포항에 연 100MW 이상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100kW급부터 11.2MW급에 이르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발전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2011년까지 시행된 발전차액제도를 발판으로 국내 17개소에 총 45MW에 이르는 시

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47% 발전효율 및 90%가 넘는 운전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UTC사는 2011년까지 총 4MW 보급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2013년 초 연료전지사업부를 

ClearEdge Power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후 PAFC 기술은 2014년 우리나라의 두산퓨얼셀

에 또 다시 매각되었다. 

현재 국내 MCFC 스택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개질기를 포함

한 연료전지 플랜트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70% 정도의 기술수준

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MCFC 발전소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는 기술개발

과 더불어 선진 기술 인수를 통하여 2008년에 MCFC 용 BOP 공장을 포항에 건설하였으

며, 2010년에는 연산 100MW 규모의 MCFC 스택 공장을 착공하였다. 포스코에너지는 현

재 1.4MW, 2.8MW 등 분산발전형 제품을 생산 중이며, 2012년 100% 국산화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7년 자체 기술로 25kW 급 스택 개발에 

성공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 300kW급 내부개질형 시스템을 보령에서 

실증한 바 있지만 현재는 ClearEdge Power 로부터 사들인 PAFC를 기반으로 두산퓨얼셀

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SOFC는 정부 프로그램과 기업 단독 프로그램으로 2012년까지 100kW 이상의 용량을 

갖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직 큰 성과를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용량 SOFC 발전시스템의 개발은 기술적인 이유로 계

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을 중심으로 700W급 소형 가정용 발전시스템이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수백kW급 이상의 시스템 개발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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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PEMFC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2009년 상용 제품 판매

가 시작된 일본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ʻENE-FARMʼ이라는 통
합 상표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즉, 시스템 제작 업체에서 에너지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

고, 에너지 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제작 회사로는 PEMFC는 파나소닉, 도

시바, 산요 등이 있으며, SOFC는 도요타, Aisin, Kyocera, Osaka Gas Group 등이 있으

며, 판매 회사로는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TOHO, Saibu, Nippon Petrolium 등이 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전력보급 상황이 나빠지면서 빠르게 보급이 진행되어, 2013년 가

정용 PEMFC 시스템 50,00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 전

력 요금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정용연료전지의 보급 전망이 밝다고

만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두산퓨얼셀(구 퓨얼셀파워), 현대하이스코, S퓨얼셀(구 GS퓨얼

셀) 3사가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효성은 가정용 사

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백만호 사업)에서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

급도 저조하여 매년 배당된 보조금의 약 90% 정도만 보급에 사용되고 있다. 가정용 보급이 

줄어드는 대신 국내에서는 5~10kW에 이르는 건물용 발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스가격 하락을 위한 연료전지 전용 가스 요금제, 셰일가스 도입, REC 제도 시행 등의 조

건이 성립될 경우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가정용 SOFC 보급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700W 급 시스템 실증이 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 교세라 스택을 기반으로 수백대 규모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SOFC 시스템의 발전효율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PEMFC 시스템에 비하여 약 7% 정도 

높은 42%를 보이고 있으며, 온수의 온도도 약 75℃로 저장탱크 용량을 100리터 이하로 줄

일 수 있어 PEMFC 보다 향후 전망이 밝아 보인다. 하지만 아직 생산단가가 PEMFC에 비

해 최소 30% 이상 비싸며, 내구성 검증도 확인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림 3-58] 연료전지 종류에 따른 가정용 시스템 성능 비교 (일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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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두산퓨얼셀 (전 FCP) S퓨얼셀 (전 GS 퓨얼셀) 효성 현대하이스코

시스템

출력 1kW 5-10kW 1kW 5kW 1kW 1kW

발전 효율
(LHV)

35.8% 35 36.4% 33 34% 35.7%

종합 효율 86.6% - 84.1% - 78% 81.1%

보급 사업
정부 

보급사업 
참여

1kW RPG 
사업 포기

자체 개질기
보급사업 

보류
일반 보급사업 

참여

[그림 3-59]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및 성능

다. 수송용 연료전지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자해 왔

으며, 이 결과 일반인이 별도의 교육없이 운전할 정도로 기본기술 개발은 완료되어 현재 미

국, 일본, 유럽, 국내를 중심으로 수백여 대의 연료전지 차량이 실증 운행 중이다. 차량에 적

용된 연료전지는 모두 PEMFC 이며, 시장진입에는 아직 가격 및 내구성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격 저감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연료전지 원천기술부터 응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회사 간의 기술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몇 년 전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의 연료전지자동차 개발 노력이 주춤한 것처럼 

보였으나,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및 긴 충전 시간 문제 때문에 실용성에 의문이 증가하면

서 연료전지 자동차는 2011년부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미국의 경우, PEMFC 통합시스템 

기술 성능 인증을 위한 실증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의 

경우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역량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보

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연료전지 자동차 152대, 수소

충전소 24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4백4십8만km 주행, 운행시간 114,000 시간을 달성하였다. 

내구성은 2,500 시간 확보 (주행거리 120,000km)되었고, 효율 60%,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연료전지자동차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Post CaFCP (2013-2016), FCEV 양산을 위한 실증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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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Equinox Daimler의 B-Class F-Cell

Toyota의 FCHV adv Honda의 FCX Clarity

[그림 3-60] 해외 연료전지 자동차

국내 연료전지자동차의 기술수준은 완성차수준에서 세계 정상급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연료전지 스택에 소요되는 막-전극 접합체, 가스확산층 등의 소재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

나,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은 이미 국내기업으로 supply chain이 완성

단계에 이르 다. 연료전지자동차의 성능도 수소 일충전 주행거리 600km, 연비 26km/l 

(휘발유 환산 에너지), 영하 20℃ 시동성, 내구성 3,200 시간 (상용화 최종목표: 5,000시

간) 이상을 달성하였다.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15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천대 이상의 규모로 시장진입을 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대 규모의 

제 2단계 실증사업이 진행되었다. 수도권 70대, 잉여수소가 풍부한 울산지역에 30대가 운

영되었다. 실증사업과는 별도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기본 소재 기

술의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막-전극접합체의 성능 향상과 가격 저

감을 위해 탄화수소계 전해질막 개발 및 백금저감 촉매 기술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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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보급현황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2009년-2011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발전차액제 및 2012

년부터 시행된 RPS (renewable portpolio standard) 정책에 힘입어 수백kW에서부터 수

MW급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속속 건설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

되는 RPS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신 ․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6년까지 매년 

350MW의 새로운 시장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약 700MW의 새로운 시장이 예상되

며, 이것은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55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이것은 태양광, 풍력 등 타 신 ․ 재생에너지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전

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셰일가스 등의 보급으로 인한 가스값 하락 및 타 신

․ 재생에너지가 갖지 못하는 안정적 전기 공급이라는 연료전지의 장점이 맞물려 연료전지 

보급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는 

발전 가중치 2를 받음으로써 그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에서 용융탄산염연료전지 기반의 발전소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3-6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 현황 (2011. 12)

한편, 2011년 대지진 이후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700W급 소형 가

정용 연료전지의 판매가 호조를 이루어 2013년까지 약 50,000대의 시스템 판매가 이루어



206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의 보급은 비교적 활성을 띠지 못하고 있

으며, 대신 10kW급 내외의 건물용 수요 창출을 위해 5~10kW급으로의 연료전지 용량 확

장에 개발사가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표 3-59> 국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현황 (2012. 9)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술 개발 현황 의무국산화부품 가격

1 2006년도 가정용 모니터링 사업 주관기관 선정

2 모니터링 1단계 2006. 8~2009. 7, 도시가스 중심 40기 스택, 열저장 유닛 130

3 모니터링 2단계 2007.12~2010.11 지방자치단체 중심 70기 연료변환기, 센서, 펌프 100

4 모니터링 3단계 2008.12~2011.11 에너지회사 및 개인 100기 전력변환기, 필터 80

▶ 모니터링 사업 업체별 참여 실적

단계 S 퓨얼셀 두산퓨얼셀 효성 현대하이스코+LS 대수

모니터링 1단계 20 20 0 0 40

모니터링 2단계 35 30 5 0 70

모니터링 3단계 41 38 18 3 100

▶ 그린홈 보급사업 연료전지 분야 보급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정보급대수(호수) 설비예정가 실제설비가 정부 보조율 소요예산

2010 200 60 60 80% 10,000

2011 300 50 57 80% 12,000

2012 500 40 52 75% 16,000

출처: 2010년 3월 4일 연료전지상업화 전망 및 전략세미나, 에관공 발표자료

수송용 연료전지의 경우, 수소인프라 구축 및 연료전지자동차 가격 문제 등으로 아직 실

증사업 이외엔 실질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리스 형태로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시도되는 2015년부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료전지자동차의 초기 보급은 공공기관부터 시작되어 점차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이

며, 수소충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용이한 버스 혹은 택시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수소인프라 구축없이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은 원활히 형성될 수 없으므로 

정부, 자동차회사, 에너지회사 사이의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대담한 계획 설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일반 국민의 수소충전소 건설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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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경제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아직 미흡한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정부 지원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RPS 및 기타 지원제도가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산

전원 및 소형열병합 분야는 정부지원제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수

송용 분야도 전세계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더불어 고유가에 의해 2015년부터 점차 시

장을 늘려가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만 이러한 성장 추세가 정부 지원의 축소 혹은 소멸 이후에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

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임계점을 넘는 양산규모 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 특히 정부지원이 지속되는 동안 

양산에 의한 가격저감 달성이 필요. 외국의 경쟁기업들은 양산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

보를 위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 보유.

○ Supply chain의 완성: 국내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연료전지 분야에서 

supply chain 구성이 매우 미비로 평가.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 supply chain 완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성 요구.

○ 원천기술의 확보: grid parity, 시장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확보에 산학연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보다 많은 투자 필요. 특히, 성능과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 및 부품 개발에 주력. 예를 들어, PEMFC의 경우, 전

극용 배금사용량을 현재의 1/4 이하로 줄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점차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종합적인 연구사업 부재.

○ 신규 시장 창출: 연료전지 초기 시장을 주도할 niche market 발굴 필요. 미국의 경

우, 지게차로 대표되는 물류 부문에서 niche market을 창출하여 본격적인 시장까지

의 돌파구 마련.

○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시장 확대: 전력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확보 필요, ODA 사업을 이용한 초기시장 창출 노력 요구.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등 가용자원은 풍부하나 이를 활용할 기술 부재. 

○ 타기술과의 융 ․ 복합을 통한 신규사업분야 창출: 융 ․ 복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그리드 안정성 확보,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의 활용을 통한 스마트그리

드 분야 기여.

○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유도: 지금까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소 안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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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 걱정 불식 노력 강화 필요. 적극적 능동적 수용 자세로의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

궁극적으로 연료전지 시장은 2015년을 기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

책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둘째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선언하였듯이 ̒The Golden Age of Gasʼ 가 다가오고 있고, 연료전지는 가스 활용의 최고기술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리드 안정성을 위한 대

용량 에너지기술이 요구되는데 연료전지는 이에 적합한 솔류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하려면 2030년 기

준(세계경제 연평균 3.3% 성장 지속 가정)으로 약 140억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요한

데, 이중 57%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와 에너지 절약 설비에 약 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원별로는 산업부문 보다는 가정이나 상업 부문, 수송부문의 

감축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부문은 연료전지의 적용 노력이 집중되

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에너지 절약 분야는 연료전지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

이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규제 및 정책 지원 강화도 연료전지 경쟁력 

확보에 직간접적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에서부터 관련 설비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대형 에너지 이용시설 에너지 효

율 규제(상업용 건물, 선박, 공장) 등 다양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외에도 최근의 고유가가 야기한 셰일가스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활용 도입 역시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가

스가격이 높고 전력가격이 낮은 비정상적인 에너지 시장 구조로 인해 연료전지가 보급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향후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 변화로 싼 가격의 가스가 도입된다면, 연

료전지 시장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에서 2011년 일본 대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에 의존율을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꾀하고 있는 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1/3이상 감축시킬 수 있는 가스 기반 연료전지 발전은 매우 훌

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그리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혹은 보조 발전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연료전지 발전은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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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향후 시장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지원으로 성장한 산업은 정부지원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따라

서 연료전지가 본격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아직까

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연료전지 산업의 장기적 전망

은 밝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시장개척 노력이 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

도 연료전지를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활용

기술이지만), 장래 국가 먹거리를 보장하는 산업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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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윤 용 승

제3절  석탄 액화 ․ 가스화

1. 개요

가. 개념

석탄 액화 ․ 가스화는 신에너지로서 재생가능에너지와 구분된다.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

료를 신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이면서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환된 에너지를 말한다. ʻ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ʼ상 신에너지는 ʻ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

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ʼ로 정의된다. 재

생가능에너지법이 별도로 운용되지 않고, 신에너지도 다양하게 포함시킨 배경에는 국내 에

너지원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각국이 신 ․ 재생에너지(대부분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 ․ 보급 ․ 지원하는 목적

은 자국 내 에너지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덧붙여 자국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신 ․ 재생

에너지 범위와 종류에 대한 세계기준은 없고 각국 실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대상 에너지

로 인정하는 세계 각국의 기준 요소는 (1) 온실가스 감축여부, (2) 해외에너지 의존도 경감

여부, (3) 에너지원 확보 가능여부, (4) 산업으로서의 기여도이다. 한국은 에너지 해외수입 

비율이 97%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에너지 수입국이므로 국내 미활용에너지 활용과 이미 수

입된 에너지원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며, 이들 기술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에 '석탄' 명칭이 붙은 에너지원이 왜 포함되어 있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석탄 액화나 석탄가스화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왜 한국은 포함

시키는가 라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석탄 액화 ․ 가스화는 신에너지로 구분되는데, 석탄

을 청정 고효율로 활용하게 해서 CO2도 줄이고 공해물질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이러

한 신기술을 통해서 기존 석탄 화력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려고 신에너지로 지정되었다. 

석탄가스화 ․ 액화기술은 저급연료(석탄, 폐기물, 바이오매스 및 중질잔사유 등)를 산소 

및 스팀에 의해 가스화한 후 생산된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를 정제하여 전

기, 화학원료, 액체연료 및 수소 등의 고급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복합기술로서 가스화기술, 

합성가스 정제기술, 합성가스 전환기술로 구분된다. 석탄가스화 ․ 액화기술을 이용하면 원

유로부터 추출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C1 합성을 통하여 제조가 가능하고, 기후변화협

약, 환경규제, 자원의 제약에 대응할 수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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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저비용, 저공해, 고효율화의 기술이다.

석탄가스화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방식인 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저급연료를 고온고압 조건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을 시켜 합

성가스(CO와 H2가 주성분)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으로 1차 발전, 증기터

빈으로 2차 발전하는 고효율, 친환경적 복합발전방식이다. 석탄가스화 시스템은 가스화기, 

산소공급 장치인 공기분리설비, 가스정제설비로 구성되며, 최종 활용목적에 따라 다른 설

비가 연계된다. 최종 목적이 전력 생산인 경우에는 복합발전 설비가 연계되고, 중국과 일본

에서 현재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탄을 가스화시킨 후 정제과정

을 통한 다음 암모니아 가스로 합성하여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며, 특정한 화학원료 생산이 

목적일 경우는 적절한 전환 공정이 연계된다.

[그림 3-62] 석탄가스화복합(IGCC)발전의 공정개요도

재생가능에너지가 미래에는 분명히 화석연료를 대체하지만 그 시점은 아쉽게도 2030년 

이후로 대부분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지만 한국은 적어도 2030년 이후 아마 

2050년 이후까지 전기 생산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환

경인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지는 결론이다. 미국 사례를 보아도 현재 전기의 50%를 

석탄화력에서 얻고 있는데, 2030년이 되어도 전기의 30%는 석탄화력에서 나올 것으로 계

상하고 있다. 즉, 석탄이 발전 원료로서 상당기간 존재하는데 한국은 어떤 차세대 기술로 대

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IGCC가 중요한 후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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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가 CO2 대응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천연합성가스(SNG)/ 

DME(야-Methyl Ether)/메탄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도 가능한 많은 파생

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아 건설비가 높고 가동률

도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장기적인 관

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면 청정석탄화력+CO2대응+석유화학원료 대체+고부가가치 플랜트

산업으로서 발전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하다.

석탄액화(CTL, Coal to Liquid)는 석탄가스화, 탈황, CO2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 합성가스를 피셔트롭쉬(Fisher-Tropsch) 등의 공정을 통하여 디젤을 위주로 한 중질

유, 가솔린, 올레핀 등의 합성석유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석탄액화 방식에는 직접

액화와 간접액화 방식이 있다. 직접액화기술은 액체 솔벤트와 함께 석탄을 수소와 400℃ 

이상, 100기압 이상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석탄에서 원하는 성분을 뽑아내 수소를 첨가시키

는 방식이고, 간접액화기술은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CO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

들고 이를 정제한 후 피셔트롭쉬 공정이나 메탄올-가솔린 변환(Methanol-to-Gasoline, 

MTG) 공정으로 합성 연료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석탄은 휘발유나 디젤유에 비하여 원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수소 함량이 낮으므로 직접

액화 과정에서는 다량의 수소를 첨가시켜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석탄 직접액화 공장은 대규모로 건설하여 규모의 경제로 비용 절감을 한다. 직

접액화의 가장 핵심인 고온고압 하에서 석탄에 수소를 첨가하는 기술은 독일의 Friedrich 

Bergius 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간접액화의 핵심인 일산화탄소의 수첨반응은 독일의 

Franz Fischer, Hans Tropsch, Helmut Pichler 에 의해 개발되었다. 1930년대에 독일

에서 이들 기술들이 상용급으로 개발되어, 상용급 액화설비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

일에서 상용화되어 사용되었고, 1945년 전쟁말기에 독일에는 9기의 석탄 간접액화공장과 

10기의 석탄 직접액화 공장에서 연간 4백만 톤의 연료유를 생산하여 독일이 필요로 하였던 

수요의 90%를 충족시켰다. 70년대의 남아공에서는 간접액화 방식을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

할 때는 연간 1천만 톤의 연료유를 생산하여 남아공 원유수급량의 60%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특징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발전효율이 높고(현재 38~42%, 고성능 가스터빈사용시 

46%가 가능하며(HHV(Higher Heating Value), 송전단 기준), 환경친화적이며(탈황율 

99.9%, NOx 25ppm), 기존 화력발전 대비 15%대 CO2 저감효과(CCS 장착시 90% 이상)

가 있고, 다양한 연료(석탄, 바이오매스, 폐기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GCC의 근간을 

이루는 가스화 기술은 석탄액화(CTL, Coal-To-Liquid), 수소생산, 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생산, 각종 화학원료 생산 및 석탄가스화 연료전지(IG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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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Gasification Fuel Cell) 기술 등과 연계되면 발전효율이 50% 이상 60%까지 

가능한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IGCC는 복합화력(가스터빈+스팀터빈) 기술을 적용하는데 최근 10년간 가스터빈 기술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2020년대에는 발전효율이 50-55%로 예상되고 있다. 연

료전지 기술까지 접목되면 IGCC는 발전효율 60%대에 달하게 된다. 

아래 표에 IGCC 발전방식과 기존 발전방식의 오염물질 배출을 비교하였다.

<표 3-60> IGCC와 기타 발전 방식의 비교

발전 방식
기존 

미분탄석탄화력(PC)
PC+FGD PFBC IGCC

규모(㎿) 300~1,300 300~1,300 80~350 200~600

효율(%) 36~38 34.5~36.5 36~39 40~46

SO2 배출(%) 100 6~12 5~10 1~5

NOx 배출(%) 100 18~90 17~48 17~32

분진 배출(%) 100 2~5 2~4 2

고상 폐기물 배출(%) 100 120~200 95~600 50~95

CO2 배출(%) 100 107 98 95

주) PC: Pulverized Combustion, FGD: Flue Gas Desulfurization, PFBC: 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ion,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가스화 반응은 석탄 내 탄소, 수소 성분과 산소와의 부분연소 반응과 이들 연소 생성물과 

석탄내의 미반응 탄소와의 가스화 반응으로 크게 구성되는데, 이때 공급되는 산소량은 석탄

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여 부분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불완전연소를 하는 가스화 반응에서는 연료 내의 S와 N성분이 공해물질인 SOx와 NOx 형태

가 아닌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형태로 발생시켜 제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황

이나 황산 등 화학물질로 회수가 가능하여 관련 산업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석탄 내에 황성분이 많을수록 가스화 방식이 기존 연소방식보다 유리한데, 유황성분은 

가스화반응에 의해 황화수소(H2S)가스로 주로 발생되는데 정유공정에서 50년 이상 사용되

어 오고 있는 Claus공정을 통하면 황화수소가스로부터 원소 유황이나 황산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들 유황이나 황산은 유상판매가 가능하게 되므로, 시료 내의 유황성분을 공해물질

인 SOx로 발생시키는 대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출해내기 때문에 시료에 유황성분이 

많을수록 연소처리 공정에 비해 더욱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가스화기술은 모두 1,300℃ 이상의 고온을 사용하므로 원료 내의 무기물질

은 용융 슬랙으로 생성되며, 슬랙이 고농도의 중금속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중금속 용출 문제



21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가 발생되지 않는 안정적인 물질이므로 가스화 용융 반응에 의한 슬랙은 환경적으로 무해하

게 도로 기반재나 골재 등 건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스화 반응은 산소가 불충분한 상

태의 1,300℃ 이상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질인 다이옥

신이 모두 파괴되어 재합성이 없다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원료내의 공해물질 발생원인 S

와 N 성분은 SOx, NOx 대신에 H2S와 암모니아(NH3)로 발생되므로 공해발생이 원천적으

로 낮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석탄가스화 기술의 특징은 석탄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학에너지(chemical 

energy)로 바꾸어 발생하게 되므로, 후단 정제공정에서의 온도변화로 인한 전체공정의 효

율감소가 적게 된다는 점이다. 연소반응에 의해 생성된 가스에는 연료 성분이 포함되지 않

으므로 다이옥신 등의 저감을 위해 급속세정을 하게 되면 가스 내의 현열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에너지의 손실이 크게 된다. 반면에 가스화반응의 주요 생성물은 CO와 H2이므로 이들 

가스는 연소 시 큰 발열량을 내게 된다. 즉, 가스화반응에 의해서 시료 내의 상당부분 에너

지가 CO나 H2 같이 화학에너지를 포함한 가스로 변환되고 이들 가스는 급속 냉각을 시키더

라도 자체의 화학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필요시 연소를 시키면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

을 통해 에너지를 재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시료에 함유된 에너지로부터 화학적 

에너지로 회수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냉가스 효율(cold gas efficiency)이며, 석탄가스화

의 경우는 냉가스 효율은 시료 및 공정 조건에 따라 65~80%에 달한다.

석탄 가스화기술은 환경 친화적이고 [그림 3-63]에서처럼 미분탄 발전과 비교하면 CO2발

생량이 20%이상 감소되므로 향후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권이 현실화될 경우를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가스화 기술은 향후 연료전지와 연

계될 IGFC의 핵심기술이고, 폐기물분야 에너지의 효율적 처리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그림 3-63] 발전기술별 발전효율과 CO2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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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Extraction) 열분해(탄화) 직접 액화 가스화 연소

주요 생성물 왁스
코크스, 석탄타르, 

벤젠, 가스
가솔린, 디젤 합성가스 열, 전기

추가 반응원료 - - 수소 공기/산소, 스팀 공기/산소

향후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 기술의 큰 축은 초초임계압(USC) 발전과 석탄가스화복합발

전(IGCC)이다. 향후 20-30년간은 이 두 방식이 신규 석탄화력발전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 두 방식에 대한 시장에서 판단은 (1) 정말 CO2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와 같은 형태로 전 

세계에서 강제화 될 것인가와 (2) 원유가가 120불/배럴 이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

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IGCC가 월등히 유리하게 된다. 고

원유가가 지속되기만 해도 IGCC가 전기생산과 화학원료, 합성연료를 동시에 생산이 가능

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석탄이 원유를 대체하는 개념이 되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출발할 CO2 규제 강화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IGCC가 점차 시

장비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상 고원유가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IGCC의 근간 방식인 가스화를 통하면 

전기 생산만이 아니고 원유 대체물질도 석탄에서 출발하므로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기술 트리이며, 해외수출 플랜트 산업으로서도 IGCC는 빠트릴 수 없는 고

부가가치 항목이다. 

전 세계에서 운전되고 있는 석탄 IGCC발전소가 미국 Tampa IGCC와 Wabash River 

IGCC, Edwardsport IGCC, 건설되고 있는 Kemper IGCC가 있으며 스페인에 Puertollano 

IGCC, 일본 Nakoso IGCC, 중국 GreenGen IGCC에 불과하여 소량 주문생산 단계에 있

기 때문에 건설단가는 US$3,500/kW 이상으로 아직은 매우 고가인 상태이다. 

다. 주요 핵심 기술

석탄가스화 ․ 액화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화기술, 합성가스 정제기술, 합성가스 전

환기술이 있다. 석탄액화는 크게 직접액화와 간접액화로 구분하는데, 간접액화에서는 석탄

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Syngas, Synthesis gas)를 촉매변환 공정을 거쳐 원하는 

휘발유나 디젤유로 변환시키므로 앞 부분은 석탄가스화를 포함한다. 직접액화는 석탄 구조

를 열로 분해시키고 석탄구조에 부족한 수소를 외부에서 첨가시켜 휘발유나 디젤유로 변환

시킨다.

석탄화학산업에 이용되는 다양한 반응형태가 있는데 <표 3-61>에 비교하였다.

<표 3-61> 석탄화학산업에 이용되는 주요반응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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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Extraction) 열분해(탄화) 직접 액화 가스화 연소

반응온도 80∼90℃ >300∼1,300℃ 400∼480℃ 370∼1,600℃ 1,000∼1,800℃

반응 압력 상압 상압 150∼700 bar 1∼60 bar 1∼30 bar

촉매 사용 No No Yes 보통 No No

석탄의 가스화는 대부분 벤젠고리 형태로 존재하는 석탄의 화학결합을 절단하여 CO, 

H2, CH4, CO2 등의 저분자로 분해시키는 것이다. 이에 관여하는 반응으로는 다음의 건류 

열분해, 부분산화, 수성가스화, 촤 (char)가스화 반응 등의 여러 반응이 있으며, 이 반응을 

통하여 석탄은 연료용 가스나 합성용 가스로 전환된다. 가스화 반응기 내에서는 이 반응들

이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일어나 석탄의 대부분이 가스화되고, 일부는 소량의 타르나 또는 

회분으로 반응기 외부로 배출된다.

석탄가스화 반응은 천연 고분자 혼합물로 존재하는 석탄의 탄소계 연료가 소량의 산소에 

의해 부분 산화되고 일부의 탄소는 스팀에 의해 수성가스화 되어 일산화탄소 및 수소로 전

환되는 반응이 고온(800~1,500℃)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스화반응은 일

반적으로 815℃ 이상에서 활발히 진행된다. 가스화 공정의 대표적인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Gasification with oxygen or air (partial combustion)

아래의 두 반응은 촤 연소반응으로서 흡열반응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한 주 발열반응

이다.

C + 1/2O2= CO    ∆H=-123.1KJ/mol

C + O2= CO2      ∆H=-405.9KJ/mol

② Gasification with steam (water gas reaction)

석탄가스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성가스 반응으로 수증기를 수소 공급원으로 하는 간접 수

소첨가반응이다. 이 반응은 화학평형 상 고온, 저압에서 반응이 활발하므로 촤의 가스화는 

수증기 존재 하에서 고온에서 반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C + H2O = CO + H2    ∆H=135.7KJ/mol

③ Gasification with carbon dioxide (Boudard reaction)

이 반응은 고온의 가스화 반응기 내에 있어서 CO2의 환원반응, 즉 발생로 가스 반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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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Boudard 반응이라고 한다. 이 반응도 수성가스화 반응과 같이 고온, 저압의 조건에서 

유리하며, 850℃ 이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CO2 + C = 2CO    ∆H=159.7KJ/mol

④ Gasification with hydrogen (hydrogasification reaction)

이 반응은 촤의 수소화 반응에 의한 메탄 생성반응을 나타내며,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CH4 함량이 높아야 하므로 가스화제로 수소를 사용하는 직접 수소첨가반응을 하

는 경우도 있다. 이 반응에 의한 수소첨가 메탄화 반응은 저온, 고압에서 수소분압이 높은 

조건을 필요로 하며, 고온가스화의 경우에는 이 반응속도가 감소된다.

C + 2H2 = CH4      ∆H=-87.4KJ/mol

⑤ Water-gas shift reaction

이 반응은 균일계의 수성가스 전환반응으로 고온 하에서 수증기가 존재하는 경우 CO는 

CO2로 변화되고 새로운 H2를 생성한다.

CO + H2O = CO2 + H2    ∆H=-40.9KJ/mol

⑥ Methanation

이 반응은 생성 CO와 H2의 결합에 의한 메탄합성반응으로 가스화 반응기에서는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고 생성가스의 고에너지화를 위한 2차 처리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 + 3H2 = CH4 + H2O     ∆H=-206.3KJ/mol

이상의 여러 반응은 가스화 반응기 내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생성가스의 열역학적 상

태를 고려하여 이상기체화한 석탄가스의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CO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압력과 H/O 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또한 전체 탄소 중 메탄으로 존재하는 탄

소의 양은 H/O 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온도의 영향은 H/O 존재 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다. 즉 H/O 비가 2 이하의 경우 최대 값을 가지며 변화되나, H/O비가 2보다 같거나 클 

경우 온도에 따라 감소한다.

합성가스 정제기술은 가스화에 의해 발생된 생성가스 중에 포함된 황화합물(H2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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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질소화합물(NH3), 할로겐화합물(HCl) 및 수은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로 분진 

제거에는 세라믹필터 및 금속필터가 사용되며, 황화합물 제거 방법은 주로 선회류식 세정장

치, 이온교환 섬유의 물리화학적 흡착원리를 이용한 H2S제거 방법, Chem-Bio 탈황공정, 

액상촉매(철 촉매, Fe-EDTA)를 이용한 H2S제거 방법, 고체 흡착제(활성탄)와 흡수액(가

성소다)을 이용한 H2S제거 방법, 유전체 방전기술을 이용한 H2S제거 방법, 촉매 ․ 스크러버 

방식의 H2S제거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인 정제 공정으로는 COS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COS 가수분해 반응을 이용하여 COS를 H2S로 전환시킨 후 탈황 공정에서 H2S를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습식 정제공정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984-1989년 

Selexol 탈황공정을 100MW급에 실증연구를 적용 후 계속적인 가스정제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고, 네덜란드에서는 Sell사를 중심으로 1972년부터 Sulfinol공정을 비롯한 탈황공정

을 개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MDEA 공정을 적용하여 300MW급  ELCOGAS 프로젝트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합성가스 전환기술로는 전기 생산 및 액체연료, 화학원료, DME, 수소로의 변환 방법이 

있다. 석탄가스화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합성가스의 조성은 후속 스팀개질 반응과 탈황정제 

공정을 거치면 피셔트롭쉬(FT) 합성 디젤유 생산에 적합한 합성가스 조성으로 변환이 가능

하다. 합성가스를 디젤, 가솔린 등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피셔트롭쉬 반응은 Fe 또는 Co 

촉매 상에서 진행되는 고압반응이며 아래 식과 같고, n의 숫자에 따라 많은 종류의 생성물

이 발생한다.

F-T: 2nH2 + nCO → (CH2)n + nH2O

FT공정은 남아공의 Sasol사, 네덜란드의 Shell사 및 미국의 Rentech사에서 상용화되어 

있고, FT용 촉매, 반응기 및 최적 조업조건 확립 등이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화학원료 

및 비료 생산은 FT공정을 고온에서 운전하여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의 수율을 높여 화학원

료로 이용하는 기술로 암모니아 비료 제조공정 및 초산 제조 공정 등은 이미 상용화되었다. 

석탄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Gas-to-Liquid) 분야 중 비 FT 공정으로는 

메탄올과 DME 제조를 들 수 있다. 

석탄가스화 기술을 이용하여 메탄올을 제조하는 사업용 설비로는 1983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미국의 Eastman Chemical사를 들 수 있다. 합성가스를 메탄올 제조 조건

(250~300℃, 50기압)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메탄올 제조촉매와 산촉매의 혼합체에 흘려

주면, DME가 만들어지며(직접합성법) 메탄올을 먼저 만든 후에 탈수반응에 의해 제조도 

가능하다(간접합성법). 특히 DME 제조에 사용되는 비 FT 공정은 FT공정에 비해 공정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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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고 별도의 수소 제조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설비에서도 경제

성이 확보될 수 있다. DME는 가정용으로 LPG 대용이 되며, 수송용으로는 디젤 대용이 가

능하여 일본 등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다. DME제조 방법은 크게 합성가스로부터 직접 DME

를 제조하는 직접법(1단계)과 메탄올을 생산한 후 탈수반응에 의해 제조하는 간접법(2단계)

이 있다. 

DME: 3H2 + 3CO → CH3OCH3 + CO2 

또는 2CH3OH → CH3OCH3 + H2O 

초기 DME 생산 공정은 이미 생산된 메탄올을 탈수하여 얻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미 확보

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법으로 제조하였지만, 최근에는 직접법으로 합성가

스로부터 직접 DME를 합성하는 공정 및 촉매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특

히,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직접법을 선호하고 있고, 기존 메탄올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 간접법으로 DME를 제조하고 있다. 

합성가스를 수증기와 반응시키면 수성가스 반응에 의하여 추가적인 수소가 생성되며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등에 의해 분리하면 대량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상용

화를 위해서 대규모 가스 처리용 수성가스반응기술과 고효율 수소분리 기술이 필요하다.

IGCC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발전소 가동율 90% 이상 확보, (2) 각 설비

의 신뢰도 향상이다. 고온고압에서 설비가 운영되므로 각 설비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 IGCC 발전소가 많지 않다보니 주문생산 성격이라 신뢰도가 부족하다. 경제적 측면에

서는 (1) 건설단가는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하고, (2) 가스화기 원천기술 보

유, (3) 국제 CO2 규제 여부, (4) 원유가격이다. 건설단가는 국내에서도 2, 3호기를 건설하

면서 30%는 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동률은 IGCC 운영실적이 축적되면서 높아질 수치

이다. 최소한 OCED 국가에서라도 CO2 탄소세가 도입되면 IGCC는 매우 유리하고, 원유가

격이 배럴당 150불 이상 지속된다면 원유를 대체해서 석탄으로부터 여러 원료와 연료를 생

산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라. CO2 대응 차세대 석탄화력발전 기술로서 IGCC

석탄화력발전은 궁극적으로 천연가스보다 더 청정한 전기 생산방식의 기술로 개발되고 

발생된 CO2는 90% 이상을 지하에 저장하여 향후 100-200년간 지하에 안정적으로 보관하

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석탄을 가스화 시켜서 수소와 CO2만으로 구성된 합성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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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고 수소는 에너지원이나 화학산업 원료로 사용한 후 나머지 CO2는 지하저장하는 개

념의 플랜트가 2020-2030년 사이에는 상용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

상되기도 한다. 신규 석탄화력에 대해 CO2 발생 기존 대비 50% 이상 저감 의무화 추세가 미

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관련된 최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도 향후 탄

소세 도입 및 CO2 발생량 규제에 대비가 필요하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7년부터 석탄화력발전 CO2 발생허용량을 500g-CO2/ 

kWh로 규제, 오바마 정부는 석탄화력 CO2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소 

발표 (2014년 6월)

- EU: 석탄화력발전 CO2 발생허용량을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500g-CO2/kWh로 

정하고 석탄화력 CCS에 10억유로 배정(2008년 10월)하여 12개 화력발전 연계 

CCS 프로젝트 지원 예정으로 2014년 3개 프로젝트 진행 중

- 중국: 2016년부터 CO2 배출 절대량 규제 발표 (2014년 6월)

IGCC는 아직 기존기술 대비 신뢰도, 건설비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지만, 차세대 석탄

화력발전기술로서 병산(poly-generation) 가능, CO2 포집 유리, 발전효율 향상 가능성의 

3가지 강점이 있다. 현재 건설비가 현재는 초초임계(USC) 석탄화력 대비 2배 이상 소요되

어 이를 낮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2. 국내외 시장동향

가. 국내

한국은 현재 서부발전에서 태안에 네델란드 Shell사 가스화기술로 300MW IGCC 건설 

중으로 2015년부터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석탄가스를 연료전지에 

연계시켜 고효율 발전을 계획 중이다. 서부발전이 태안에 건설하는 300MW IGCC 발전소

는 미국 618MW급 (석탄가스화기 2기) 에드워드포트 IGCC 발전소와 더불어 가장 고효율

화된 IGCC 1.5세대로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합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IGCC 발전기술의 국내 확보와 신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300MW급 IGCC 1호기를 반영하였으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300MW급 IGCC 발전소를 추가로 4기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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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한국 1호기 석탄 300MW급 IGCC 태안건설 현장 모습 (2014/03)

<표 3-62> 제5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IGCC 계획

건설완료 시기 발전사 IGCC/CCT 규모 반영 기본계획

2015년 서부발전 태안 IGCC 300MWe 제5차 (2010/12), 제6차 (2013/12)

2017년 남부발전 영남 IGCC 300MWe 제5차 (2010/12), 제6차 (2013/12)

2019년 중부발전 군장 IGCC 300MWe 제5차 (2010/12), 제6차 (2013/12)

2025년 - - 300MWe 제6차 (2013/12)

2026년 - - 300MWe 제6차 (2013/12)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석탄 IGCC 

사업단을 2006년 12월 15일에 발족하였으며, 300MW IGCC 실증사업에 한국전력, 서부

발전(주)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두산중공업, 대학교 및 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ʻʻ한국형 IGCC 기술확보를 위한 300MW급 설계기술 자립 및 실증플랜트 건설(10년)ʼʼ이라는 

목표 하에 가스화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300MW급 실증 IGCC 플랜트 종합설계, 제작 및 건

설: 실증 IGCC 플랜트 운영기술 개발: Pilot Test-Bed 및 단위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외에 

열효율 42%(HHV, Net)이상, NOx 30 ppm 이하, SOx 15 ppm 이하, 설계기술의 90% 이상

의 자립도 및 설비 국산화율 90% 이상 등의 정량적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 1단계인 2006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증플랜트 설계와 요소기술개발이라

는 목표 달성을 이루었고, 사업 2단계인 2011년 2월부터 2016년 11월(70개월)까지 한국

서부발전의 총괄 주관 하에 IGCC 실증플랜트 건설, 제작기술개발, 실증운전 및 표준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300MW IGCC 실증 사업은 2030년까지 가스화 scale-up 

(3,000톤/일 급) 기술과 CCS와 연계 기술을 개발하고 단위공정 및 가스화기 국산화를 통하

여 한국형 IGCC 기술 확보와 상용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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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한국형 IGCC 플랜트 효율

[그림 3-66] 한국 IGCC 중장기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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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는 복합발전 플랜트에 대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위험

성을 줄이고, IGCC 가스화 플랜트에 대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석탄발전기술을 고효

율, 환경 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시켜 수출품목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한 국내 제작 업체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기관이 석탄가스화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국

내 자체 기술에 의한 석탄 IGCC 발전소 기본모델을 확립할 수 있다. 석탄 IGCC 기술 개발

은 고효율 가스터빈, 연료전지, 수소생산, CO2 제거 등 석탄을 활용한 미래 발전기술의 기

반확립 및 수소경제시대 대비가 가능하다. 

석탄액화의 경우는 1960년대에 들어서 석탄의 액화반응기구가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보

다 경제적이고 완화된 반응조건 하에서 석탄액화유의 제조가 가능해졌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석탄액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을 중심으로 석탄직접액화분야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광운대학교의 

석탄과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의 공동 직접액화연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상

용플랜트의 수만 배럴/일 규모에 비하면 국내 반응기 규모는 1 배럴/일 이하의 규모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7년부터 15배럴/일 규모의 간접액화 통합공정 개발을 진행 

중이며, 10톤/일 규모 석탄가스화설비에 연계된 석탄액화 파일롯 설비를 구축 운영 중에 있

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외 CTL 건설 시장 일부를 국산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IGCC는 2015년부터 운전이 시작되는 태안 IGCC 발전소의 경제성 및 기술 효

용성이 검증되면 전망기간 동안 약 2조 4,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7]). 

[그림 3-67] 국내 청정석탄기술 분야 설치용량 및 시장규모 전망
출처: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ʻʻ2013-2014 에너지기술 국내시장 전망ʼ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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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 폴리제너레이션(병산) 플랜트는 포스코에서 시작한 석탄가스화 SNG 1기와 

경남, 삼척지역에 추진되는 추가 SNG 2기로 3기 국내시장이 예상된다. 남부발전에서 적극 

추진 중인 SNG 발전 2기의 비용을 산정해보면, 예정된 2기 각 1.9조원(2기 3.8억원)과 

2020-2030년 사이에 1기 추가로 예상하고 건설비의 20% 절감을 가정하면 추가 1기 1.52

조원으로 총 5.3조원의 신규설비 시장이 예상된다.

나. 국 외

석탄가스화 기술은 200여 년 전인 1792년 영국의 William Murdock에 의해 발명되었

으며,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석탄가스화 장치가 개발되었다. 1882년 

독일에서 설계한 200톤/일급 상압고정층 공기 간헐식 가스화기는 세계 최초 가스화기이며, 

1913년 공업화 생산 후 미국 가스사에서 개선하여 현재의 UGI 가스화기로 발전하였다. 독

일에서는 20세기 30~50년대 초에 제1세대 가스화공정의 연구와 개발을 완성하였다. 제1

세대 가스화장치의 대표적인 공정은 1920년 이후 상업화된 Winkler 유동층 가스화 장치, 

1936년경에 상업화된 Lurgi 고정층 가스화장치, 1948년경에 상업화된 Koppers- 

Totzek(K-T) 분류층 공정들을 들 수 있다. 이런 가스화기는 순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고, 

연속 운전하여 가스화 전환율과 냉가스효율을 향상시켰다. 제1세대 가스화 장치 중 Lurgi 

가스화장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압에서 운전되었고, 이들이 실용화된지는 오래 되었으

나,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발의 여지를 갖고 있다. 1950년부터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저렴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또한 중동에서 많은 양의 석유가 발

견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는 석탄가스화 개발이 일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제 1

차 석유파동 이후 석탄가스화 기술에 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여,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대형 석탄가스화 플랜트가 일부 상업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ʻ청정석탄 기술 시범 계획(CCTP)ʼ과 ʻVision21ʼ을 발표하였고, EU와 일본에서

도 청정석탄기술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 석탄가스화 기술은 핵심 내용으로 연구개발 

되어 새로운 가스화기술인 제2세대 가스화기술이 탄생하였다. 

제2세대 가스화기술은 가스화 압력이 상압에서 중고압으로, 가스화 온도가 고온으로, 가

스화원료는 다양화, 고체회재 배출로부터 액상회재 배출로 발전하였다. BGL(BritishGas/ 

Lurgi) 고정층 용융슬랙 Lurgi 가스화기술, HTW(High Temperature Winkler) 유동층 

가스화기술, KRW(Kellogg-Rust Westinghouse) Ash agglomerating 가스화기술, 

U-GAS(Utility Gas) Ash agglomerating 가스화기술, GE(Texaco) 석탄슬러리 가스화

기술, E-Gas(Destec) 2단식 가압 분류층 가스화기술, Shell 미분탄 분류층 가스화기술과 

Prenflo 미분탄 분류층 가스화기술, GSP(Gaskombinat Schwarze Pumpe) 가압분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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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기술 등 많은 가스화기술들이 발전하고 이용되었으며, 대부분은 상업화운전에 성공

하였다. 제2세대 가스화기술의 발전은 석탄 가스화 효율, 가스화로 운전과 환경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가스화기술이 공업에서 이용이 크게 늘어나게 했다. 회용융층 가스화

기술은 제2세대 가스화 공정의 대표 기술로서, 1956년 독일의 Otto-Rummel에서 개발하

였다. 회용융층 가스화기로 불리는 이유는 미분탄이 용융된 슬랙 층에 공급되어 수증기와 

가스화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는 석유가격이 안정되었으나 석탄가스화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었다. 즉 과거의 석탄가스화 기술은 대부분 산업분야에 이용할 화학공업 원료가스 또는 연

료를 주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오늘날의 석탄가스화 기술은 대부분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2년에 독일의 Lunen의 Kellerman 발전소에서 건설된 160MW급 IGCC 설

비는 세계 최초 IGCC 시범설비였으나, 가스화기의 정상운전이 어렵고, 합성가스 내에 대량

의 타르와 페놀이 함유되어 처리가 어려워 시범공정 운전이 중지되었다. 1984년 5월 미국 

Cool Water IGCC 발전소의 성공적인 운전은 IGCC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발전소는 

석탄슬러리를 공급하는 Texaco 분류층 가스화기술을 이용하였고, 발전용량은 93MW이며, 

25,000시간 연속 운전하였으며, 발전효율은 31.2%(HHV)였다. 이 발전소의 성공적인 운

전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배출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당시에는 가장 청정한 석탄화력발

전소로 되었다. 

2000년대 들면서 석탄을 사용하여 전기와 고부가가치 합성연료/화학원료를 동시 생산이 

가능한 폴리제너레이션(가스화복합발전, 합성천연가스(SNG), 비료, 메탄올 생산 등)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다. 특히, 석탄활용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인도 폴리제너레이션 시장이 급팽창 

중이며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내 건설 실적이 풍부한 중국업체의 경쟁력도 급부상 중이다.

IGCC 기술 발전 관점에서, 미국 DOE에서는 IGCC 시스템의 각 주요기술의 발전 수준에 따

라 IGCC기술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에는 IGCC 각 단계별 기술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3-63> IGCC 기술 발전에 따른 세대 구분

구분 제 1 세대 제 2 세대 제 3 세대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

가스화기 석탄공급방식 석탄슬러리 석탄슬러리 혹은 미분탄 미분탄

합성가스 정제방식 상온 습식 건, 습식 고온 건식

스팀 순환
E터빈

Single 압력 증기터빈
F 터빈

Dual(Three) 압력 증기터빈
G/H 터빈

규모 100㎿급 250㎿급 400㎿급

효율 30~35% 40~45%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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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석탄 IGCC 발전소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미

국은 50%, 일본 30%, 유럽연합 10%가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이는 석탄화력의 차세대 기

술을 실증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민간이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부담이 되어 지원이 된 것이

다. 태안에 건설하는 IGCC 국책과제에도 우리 정부가 8.7%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석탄 IGCC에 CO2 포집 + EOR + 고부가가치 화학원료 생산을 연계시킨 프로젝

트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낮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EOR(Enhanced Oil 

Recovery)에 연계된 IGCC는 원유 채굴 등에 CO2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제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최근 석탄IGCC 프로젝트들은 아래와 같다.

- HECA 프로젝트: Pet Coke 사용 IGCC + 수소 병산 프로젝트

- Kemper 실증 프로젝트: 순환유동층 저급탄(갈탄) 사용 IGCC + CO2포집 + EOR 

(524MWe 상용규모 실증 + 300만톤/년 CO2 포집 + 원유채굴 활용(Enhanced Oil 

Recovery) 연계)

- Summit Power Texas Clean Energy 프로젝트: 석탄IGCC+CO2포집+EOR+비

료 생산

- Edwardsport 석탄 IGCC 발전소: 618MW로 세계 최대 규모 IGCC 플랜트

[그림 3-68] 미국 Kemper IGCC 플랜트 주요설비 구성 모습
출처: Kemper County TRIG Based IGCC Power Plant, Southern Co.,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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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미국 Kemper IGCC+CCS 플랜트 건설 전경
출처: Kemper County TRIG Based IGCC Power Plant, Southern Co., 2014/02

[그림 3-70] 미국 에드워드포츠 618MW 전기 생산 석탄IGCC 발전소 전경
출처: Gasification Users Association: Technology Status—ecember 2013, EPRI Report 3002001511

일본은 석탄가스화와 석탄액화분야에서 자체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형 IGCC기술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석탄화력발전 분야 내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2014년초 미쯔비시중공업과 히다치중공업의 전력분야를 통합하여 Mitsuibishi-Hitachi 

Power Systems Ltd.를 설립한 바 있다.

2014년 5월에는 동경전력이 500MW급 신규 석탄 IGCC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일본은 발전효율 50%대 석탄화력 발전기술 확보 목표로 CoolGen (석탄IGCC + CO2포

집 + 연료전지) 프로젝트(2012-2022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NEDO 지원의 J-Coal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EAGLE 프로젝트의 후속 실증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한 Osaki 

CoolGen사를 2009년 7월에 설립 (일본 중부전력(50%), J-Coal (50%) 합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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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일본 CoolGen 프로젝트 조감도
출처: CCT in Japan, NEDO, 2014/05, 

http://www.easterncoalcouncil.net/2014-Conference-PDF/11-Hiroyuki-Hatada-Japan.pdf

네덜란드의 Buggenum IGCC 플랜트는 세계 최초의 석탄연료 IGCC 데모 플랜트로서 

Shell사의 가스화기술을 적용한 2,000톤/일 급의 분류층 가스화기를 사용하였고, 1994년부

터 4년 간 실증시험을 거쳐 1998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실증 IGCC 

플랜트인 스페인 Puertollano IGCC 플랜트는 유럽의 여러 관련회사의 컨소시엄인 

ELCOGA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플랜트는 1997년부터 실증시험이 개시되어 현재 석유

코크스와 40%의 회분의 석탄을 50:50으로 혼합하여 상업운전 중이다. 독일에서는 Simens사

가 1,000MW급 IGCC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탈리아와 체코에서도 IGCC 발전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EU에서는 2004년부터 HyPOGen 수소제조 계획을 시작하였고, 석탄 가스화를 

기초로하여 발전, 수소제조, CO2 분리 및 처리하는 석탄이용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발표한 ʻThermic Programʼ은 EU 에너지 이용내 신 기술을 개발하

여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석탄 이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ʻEnergy White Paperʼ에서는 발전소의 청정석탄기술을 연구개발의 중점이라고 명확

히 하였고, 독일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제로배출 발전기술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COORETEC(CO2 Reduction Technologies for fossil-fired power plants)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OORETEC 계획은 발전소 발전효율 향상, CO2 분리와 운송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고, 연소후 CO2 포집, IGCC와 연소전 포집, 순산소 연소, CO2 저장 기술 개발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독일 RWE사에서는 CO2 포집 및 저장을 포함하는 450MW급 IGCC 실

증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0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2014년에 운전할 예정이었다.

미국Wabash River IGCC 플랜트는 1991년 미국 에너지성의 청정석탄이용기술(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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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Technolog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미국 에너지성(DOE)로부터 40%의 보

조를 받아 1995년부터 3년 간의 실증시험을 거쳐 상용화되었다. 미국 Tampa Electric 

Power사가 DOE로부터 26%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250MW급 Polk Power 

Station IGCC 플랜트는 Texaco사의 분류층 가스화기술을 사용하여 2,200톤/일의 석탄을 

가스화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력중앙연구소(CRIEPI)와 미쓰비씨 중공업이 공동으로 1982년부터 건

식, 2단, 공기 가압 분류층 가스화기의 독자적인 개발을 착수하여 2톤/일급 및 200톤/일급

의 가스화기의 실험을 1996년까지 완료하였다. 2001년에 설립된 Clean Coal Power 

Research Co.에 의해 1,700톤/일급의 일본 독자 모델 가스화기를 채용한 250MW급 

IGCC 플랜트의 실증실험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가스 발생

량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EAGLE프로젝트가 NEDO와 J-Power의 공동 연

구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학원료용, 수소제조용, 합성액체연료용, 

전력용 등 넓은 용도로 적용 가능한 석탄가스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고효율의 합성가스

(CO+H2)를 제조할 수 있는 150톤/일 급 규모의 가스화로 시험설비가 설치되었다. 또한, 

청정 화석 에너지의 석탄 자원 정책에서 CO2 배출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석탄가스화 반응을 통한 높은 에너지 전환율과 CCS와 연관된 

환경 친화적인 CCT(Clean Coal Technology)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IGFC 

(Intergrated Coal Gasification Fuel Cells Combined-Cycle)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IGCC의 실증 테스트 실행을 위해 2007년에 air-brown type의 250MW IGCC가 운전되

었다. 현재 최대 연속운전시간 4,000시간을 실시하였고, 5,000여 시간의 운전을 통하여 내

구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일본 Negishi의 Nippon Petroleum Refining에서는 

일본 최초의 상업용 IGCC 플랜트가 운전 중에 있다.

[그림 3-72] 일본 250㎿급 Air-brown IGCC 플랜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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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남아프리카의 Sasol사에서는 3개소의 플랜트에 합계 107개의 가스화로가 있으며 

플랜트 전체에서 90,000톤/일의 석탄이 처리되어 F-T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97개 

Lurgi 가스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13개의 Mark-3, 83개의 Mark-4와 1개의 Mark-5가

스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기술 도입 실적 후, 자체화된 기술로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텐

진에 300MW급 석탄IGCC 발전소를 2012년 완공하고 기술개발 중이며, 2단계로 CO2 포집

저장 설비를 연계 실증할 예정이다.

중국 GreenGen IGCC 프로젝트에서는 TPRI(Thermal Power Research Institute)에

서 개발한 미분탄 가압 가스화기를 이용하여 250MW급 IGCC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였고, 

2012년 9월에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그 외 Yankuang 그룹의 IGCC 플랜트는 2006년에 

운전을 시작하여 80MW 발전과 메탄올 및 초산을 병합 생산하고 있고, Huayi 그룹의 상하

이 IGCC 플랜트는 2009년 생산 투입되어 280MW급 발전과 초산을 생산하고 있다. Luʼan 

그룹의 Shanxi Luʼan IGCC 플랜트는 2010년부터 운전 중에 있다.

[그림 3-73] 중국 GreenGen IGCC 실증 프로젝트 조감도

[그림 3-74] 중국 GreenGen IGCC 플랜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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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GCC 현황에 대해서 더 상세히 살펴보면 1994년 4월 중국 삼부삼위(三部三委)가 

IGCC 리더십그룹을 성립하여, IGCC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94~1995년, 중국 

서안열전력연구소(TPRI)가 선두로, 중국11개의 기업에서 IGCC 리더십그룹의 관리 하에, 

IGCC 시범프로젝트 기술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1996~2000년, 국가95년 계획 공관 

IGCC 핵심기술 연구를 완성하고 2001~2005년, 국가105년 계획, 863기획과제 IGCC 설

계조합과 동특성 연구를 완성하였다. 2006년에는 GE-Texaco, Shell, E-Gas, ADB사와 

국제협력을 진행하였고, 2011년에는 중국 Huaneng GreenGen 제1단계 시범공정 

250MW급 IGCC 건식미분탄가스화기술, CO2 분리, 수소제조와 연료전지 시험시스템 운전

을 시작하였다. 2015년, 중국 GreenGen 제2단계시범공정 300~400MW급 IGCC 건식미

분탄가스화기술, 100MW급 CO2 분리, 수소제조, 수소에너지발전 시범시스템을 보급할 예

정이다. 

중국 Yankuang 그룹에서는 IGCC와 메탄올 병합생산 플랜트를 건설하여 2005년에 생

산 투입하였고, 전기 60MW, 메탄올 24만톤, 초산 2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3-75] 중국 Yankuang Group IGCC와 메탄올 병산 시스템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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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중국 Yankuang Group IGCC와 메탄올 병산 플랜트 전경

현재, 외국에서 운용 중인 상용화 단계의 300MW급 주요 5기 IGCC 실증 플랜트 현황은 

<표 3-64>와 같다.

<표 3-64> 대표적인 상용규모 IGCC 플랜트

국가 명 네덜란드 미국 미국 스페인 일본

플랜트 명칭
Nuon 

(Buggenum)
Wabash River

TECO Plk
(Tampa 
Electric)

Puertollano
(ELCOGAS)

Nakoso

운전시기 1994/01 1995/10 1996/09 1997/12 2007/09

설비용량
(㎿)

253 262 250 350 250

효율 
(%, LHV)

43 40 42 43 42.4

적용 가스화 
기술

 Shell
(건식, 산소)

E-gas
(습식, 산소)

Texaco
(습식, 산소)

Prenflo
(건식, 산소)

CRIEP/MHI
(건식, 공기)

가스화기 규모
(톤/일)

2,000 2,500 2,250 2,640 1,700

가스화기 개수 1 2 1 1 1

가스터빈 사양
Siemens
V94.2

GE
7FA

GE
7FA

Siemens
V94.3

Mitsuhshi
M701DA

가스터빈 출력
(㎿)

156 198 192 190 124.2

정제방식

Sulfino탈황, 
Claus 

황회수+Scot 
배가스 처리

MDEA탈황, 
Claus 황회수, 
배가스 순환

MDEA탈황, 
습식법황산제조

MDEA탈황, 
Claus 황회수, 

배가스 
MDEA탈황

증기터빈 출력
(㎿)

125 104 121 14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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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 중인 주요 IGCC 프로젝트 현황은 <표 3-65>에 나타내었다.

<표 3-65> 신규 건설 중인 주요 IGCC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국가)

주관기관 연료 가스화 GT
규모
(㎿)

예정운전
시작

현황

Edwardsport
(미국)

Duke Energy 석탄 GE GE 618(net) 2013 운전 중

Greengen 
Stage 1
(중국)

화능그룹 석탄 TPRI Siemens 265 2010 2012 시운전

Korea IGCC 
R&D Project

(한국)

IGCC 
RDD&D 

Organizaiton
석탄 SHELL - 380 2016 건설 중

쭝넝 Lanfang
(중국)

China power 
investment

석탄 - - 400*2 -
FS

(feasibility study)

호주는 자국 내 석탄사용이 가능한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가스화와 석탄액화 기

술개발을 CSIRO와 퀸스랜드 대학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매장량

은 풍부하지만, 활용도가 낮고 수출이 용이하지 않은 저급탄을 석탄가스화와 액화를 활용하

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 사용의 50%가 석탄에서 생산된다. 인도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에너지원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 동안 대체연료와 효율적인 기술을 통하여 화석연료 소

비의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장기 계획에는 에너지안보, IGCC, CTL, GTL, 청정석탄연

소기술, 새로운 석탄 추출 방법과 기술, CCS, 수소 기술,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이 포함된다. 

2013년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합성가스를 원료별로 구분한 [그림 3-77]을 보면, 석탄

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2015년과 2018년 기준 예상치를 보아도 가장 많다. 생산된 총 

합성가스가 활용된 분야를 보면([그림 3-78]), 화학원료 생산이 가장 높았고 합성연료(주

로 남아공에서 생산), 전기생산과 가스 이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8년까지 계획도 석탄

에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화학원료로 활용하는 양이 가장 많다. 이는 최근 10여년 간 

활발한 중국의 석탄 합성가스 생산과 활용 프로젝트들이 가져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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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전 세계 합성가스 2013년도 생산량과 건설 및 계획 용량
출처: Chris Higman, "State of the Gasification Industry - the Updated Worldwide Gasification Database," 

Gasification Technologies Conference, 2013/10/16

[그림 3-78] 생산 합성가스의 최종 활용처 (2013년)
출처: Chris Higman, "State of the Gasification Industry - the Updated Worldwide Gasification Database," 

Gasification Technologies Conference, 2013/10/16

세계 석탄액화 시장에서 각 국가별로 액화유 생산 예상량을 보면([그림 3-79]), 2015년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2020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석탄액화 

설비가 운전되고 있는 남아공의 생산량은 정체이나, 2015년 이후 중국에서 생산량이 급증

하기 시작하고 2020년 이후 미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석탄액화유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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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Location Technology Gasifiers
MWth 

Syngas
Start 
year

Feedstocks/ 
Products

Pearl GTL Qatar Shell 18+0 10,936 2011
Natural Gas / FT 

Liquids

Yinchuan CTL Plant China Siemens 22+2 9,300 2016*
Coal / FT 
Liquids

Datang Ningxia SN
G Plant

China SEDIN 45+3 7,125 2015* Lignite / SNG

Sasol Synfuels West South Africa Lurgi FBDB 40+0 7,048 1977
Subbit. coal / FT 

liquids

[그림 3-79] 세계 석탄액화 시장에서 각 국가별 생산 예측량
출처: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10, IEA

세계 10대 합성가스 생산 플랜트들을 보면(<표 3-66>), 천연가스에서 합성가스를 생산

하는 카타르의 펄 프로젝트(2011년 운전 시작)가 가장 규모가 크다. 오래전인 1977년과 

1982년에 운전이 시작된 남아공의 사솔 석탄액화 플랜트를 제외하면, 중국의 인츄안과 유

린 석탄액화(CTL, Coal-to-Liquid)플랜트 2곳, 다탕과 신장 SNG 플랜트 2곳, 메탄올 프

로젝트는 모두 석탄을 원료로 한다. 최근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유잔재물을 사용

한 대형 전기/화학원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플랜트는 모두가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플랜트 공사로써 해외 전문기술회사

와 경험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석탄 가스화를 통한 화학원료 생산기술 자

체는 유럽과 미국업체에서 공급받고, 플랜트 제작 건설과 운영 경험은 중국이 가장 앞서가

기 시작한 상태이다. 아쉽게도 한국업체는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다 기술과 경험도 부족하

여 이들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다.

<표 3-66> 세계 10대 합성가스 생산 가스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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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체명 핵심 기술 특 징

미국

CB&I
(Conoco
Phillips)

300MW급 습식가스화 
기술

- 최근 SNG 변환플랜트 분야에서 강점
- 한국 포스코 SNG 프로젝트에 가스화기술 제공사
- 2014년 정유부산물 IGCC 세계 최대 프로젝트인 

인도 Jamnagar 프로젝트에 가스화기 공급

GE
300MW급 습식가스화 
기술
가스터빈기술

- 석탄가스화기 세계 1위 공급 실적 보유
- 한국 발전소에 천연가스 가스터빈 공급사
- 한국 300MW IGCC 1호기에 가스터빈 공급사

SES Energy 유동층 석탄가스화기술
- 미국 GTI 개발 U-Gas 유동층 가스화기술을 상업화
- 최근 중국에 진출 실적

KBR
순환유동층 
석탄가스화기술

- 중국과 미국에서 상용규모 처음 건설 중
- 미국 Kemper IGCC 프로젝트에 가스화기술 제공사

유럽

Shell
300MW급 건식가스화 
기술

- 한국 300MW IGCC 1호기에 가스화기술 공급사

Siemens
170MW급 건식가스화 
기술
가스터빈 기술

- 중국에 최근 많은 실적 확보
- 한국 발전소에 천연가스 가스터빈 공급사

Lurgi
고정층/순환유동층 
석탄가스화기술
합성가스 정제 변환기술

- 남아공 석탄액화 공장에 기술 제공사
- 미국 North Dakota SNG 공장에 기술 제공사

Uhde 건식 석탄가스화기술 - 한전과 2011년 Kepco-Uhde 합작사 설립

Plants Location Technology Gasifiers
MWth 

Syngas
Start 
year

Feedstocks/ 
Products

Sasol Synfuels East South Africa Lurgi FBDB 40+0 7,048 1982
Subbit. coal / FT 

liquids

CHNG Xinjiang SNG 
Plant

China TPRI 7+1 6,450 2014* Coal / SNG

Jamnagar Gasification 
Plant Phase I

India E-Gas 6+2 5,000 2015*
Petcoke / 
Electricity

Jazan IGCC Saudi Arabia Shell 16+0 4,465 2016*
Refinery residue 

/ Electricity

Yankunag Yulin CTL China OMB 8+0 3,733 2015*
Coal / FT 
Liquids

Yulin Methanol Plant China GE 10+4 3,383 2015* Coal / Methanol

출처: Chris Higman, "State of the Gasification Industry - the Updated Worldwide Gasification Database," 

Gasification Technologies Conference, 2013/10/16.

석탄가스화 분야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3-67> 석탄가스화 분야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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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체명 핵심 기술 특 징

Haldor Topsoe 화학원료 제조 원천기술 - 한국 포스코 SNG 생산플랜트에 기술 제공사

중국

ECUST
300MW급 습식가스화 
기술

- 미국 GE 등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규모 석탄가스화 
자체기술 개발, 중국 내 상용실적 20기 이상 확보

TPRI
300MW급 건식 2단 
가스화 기술

- 일본 미쯔비시 2단 건식 석탄가스화기와 유사한 
자체기술 개발하여 텐진에 위치한 300MW 
GreenGen IGCC 발전소에 적용

일본

미쯔비시중공업
300MW급 건식 2단 
가스화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 2014년초 히다치중공업 석탄발전부문과 통합
- 일본 Nakoso IGCC 플랜트에서 기술 실증 완료
- 일본 동경전력에 500MW급 석탄 IGCC 발전소 2기 

추진 2014년 발표
- 호주, 미국 등 해외 IGCC 사업에 직접투자하면서 

참여 추진 중

Osaki CoolGen
170MW급 건식가스화 
기술

- IGCC + CO2 포집 + 연료전지 연계 실증사업 주체
- 일본 자체개발 기술들을 연계하여 최종 

300∼600MWe급 고효율 청정화력 실증
- 2016년부터 IGCC, 2019년부터 IGCC+CCS, 

2020년부터 IGFC+CCS 실증 계획 (일본정부 1/3 
지원)

한국

두산중공업
300MW IGCC 
가스화블록 
설계통합기술

석탄 IGCC 한국 1호기 가스화부분 담당

현대중공업
IGCC 운전 
시뮬레이터기술

석탄 IGCC 한국 1호기 실증사업 시뮬레이터 개발 
담당

포스코
석탄가스화 SNG 
플랜트 기술

광양에 연산 50만톤 석탄가스화 SNG 플랜트 2015년 
가동 예상

서부발전
300MW IGCC 플랜트 
건설운전기술

석탄 IGCC 한국 1호기 건설 주체

남부발전
석탄 합성가스 사용 
SNG 기술

석탄가스화 연산 50만톤 SNG 플랜트 2기를 삼척에 
건설 추진 중

석탄액화분야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55년부터 석탄간접액화공장 조업을 시작하

였으며, 현재 3개의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였다. 연간 석탄소비량이 5,000만 톤에 달하고, 

오일 및 화학제품 700여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오일제품 생산량은 500만 톤에 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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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남아공 Sasol사의 석탄/천연가스 사용 간접액화를 통한 화학원료 물질 생산 과정
출처: John Sichinga, Enabling a Coal to Liquids Industry in the US, 2006 Gasification Technologies 

Conference

중국에 석탄 직접액화기술을 수출하여 내몽골 지역에 액화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미국 

HTI사는 Headwaters Incorp.의 자회사로서, 켄터키주 Catlettsburg에 아래 [그림 

3-81]에 나타난 바와 같은 600톤/일급 파일롯 액화설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림 3-81] 중국에 기술 수출한 미국 HTI사의 600톤/일급 석탄액화 파일롯 플랜트 전경



239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No. 지역 기업 명
규모

(만톤/년)
현황 기술 비고

186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선화(Shenhua, 神華) 
그룹

108
(총 320, 
1기 공정 

180)

1기 
공정

운전 중

선화 
직접액화기술

국가실증 
프로젝트 

187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이타이(Yitai, 伊泰) 
그룹

16 운전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국가 
실증 

프로젝트 

188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선화(Shenhua, 神華) 
그룹

18 운전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국가 
실증 

프로젝트 

중국 CTL 생산 설비는 주로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사안시(Shan'xi, 陕西), 

산시(Shanxi, 山西), 닝쌰(Ningxia, 寧夏)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초기 CTL 실증설

비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현지에서 소비될 것이고, 생산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한 후 생산된 

제품들은 기타 외부 지역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서 운전 중인 CTL 실증 프

로젝트는 4개이다. 선화(Shenhua, 神華)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100만 톤/년 직

접액화 프로젝트,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이타이(Yitai, 伊泰) 16만 톤/년 간접

액화 프로젝트, 산시(Shanxi, 山西) 루안(Lu'an, 路安) 16만 톤/년 간접액화 프로젝트 및 

선화(Shenhua, 神華)그룹 18만 톤/년 간접액화 프로젝트가 있다. 그 외 산시(Shanxi, 山

西) 찐머이(Jinmei, 晉煤) 그룹 10만 톤/년 석탄액화 플랜트와 윈난(Yunnan, 雲南) 제화

(Jiehua,解化) 그룹 3,500톤/년 석탄액화 플랜트가 운전 중에 있다.

<표 3-68>에는 CTL 실증 프로젝트 외에 운전 중이거나, 건설 혹은 준비 중인 CTL 프로

젝트 현황을 나타내었고, 표에서 왼쪽 일련번호는 [그림 3-82]의 중국 지도 내에 표시된 숫

자를 나타낸다. <표 3-68>에서 No. 202 프로젝트는 중국과 남아프리가 Sasol 사에서 

2004년부터 공동으로 합작하여 시작한 프로젝트이지만, 2012년 초에 Sasol 사가 프로젝

트 참여에서 빠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

고, 중국 선화(Shenhua, 神華)사, 중국과학원 등에서 성공적으로 석탄 액화기술을 개발한 

이유라고 관련인사들은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Sasol사의 석탄 액화기술이 더 우수하여 안

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중국 자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중국 정

부와 기업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표 3-68> 중국의 석탄액화(CTL) 플랜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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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기업 명
규모

(만톤/년)
현황 기술 비고

189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이타이(Yitai, 伊泰) 
그룹

540
(1기 공정

200)
건설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190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얜쩌우(Yanzhou, 
兖州)석탄 

어얼뚸스(E'erduosi, 
鄂尔多斯) 에너지화학 

주식회사

110 준비 중 
얜쾅 

간접액화기술

191

너이멍구(Neimenggu， 
内蒙古)

후룬뻐이얼(Hulunbei'er, 
呼伦贝尔)

너이멍구 에너지 그룹 600 준비 중
정부 
승인

192
사안시(Shan'xi, 陕西) 

위린(Yulin, 榆林) 

얜쾅(Yankuang, 兖矿) 
그룹

앤창(Yanchang, 延長) 
석유그룹

100 건설 중
얜쾅 

간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193
산시(Shanxi, 山西) 

창쯔(Changzhi, 長治)
루안(Lu'an, 路安) 그룹 16 운전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국가 
실증 

프로젝트 

194
산시(Shanxi, 山西) 

창쯔(Changzhi, 長治)
루안(Lu'an, 路安) 그룹 150 건설 중

중국과학원간
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195
산시(Shanxi, 山西) 

찐청(Jincheng, 晉城)
찐머이(Jinmei, 晉煤) 

그룹
10 운전 중

ExxonMobil 
MTG 기술

196
산시(Shanxi, 山西) 

찐청(Jincheng, 晉城)
찐머이(Jinmei, 晉煤) 

그룹
100 준비 중

197
신쟝(Xinjiang, 新疆) 
우루무치(Wulumuqi, 

乌鲁木齐)

선화(Shenhua, 神華) 
그룹

300 계획 중

198
신쟝(Xinjiang, 新疆) 

허이산(Heishan, 黑山)
선화(Shenhua, 神華) 

그룹
320 준비 중

199
신쟝(Xinjiang, 新疆) 

준뚱(Zhundong, 準東)
이타이(Yitai, 伊泰) 

그룹
540 준비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200
신쟝(Xinjiang, 新疆)

이리 (Yili, 伊犁)
이타이(Yitai, 伊泰) 

그룹
180 준비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201
신쟝(Xinjiang, 新疆) 

아러타이(Aletai, 阿勒泰)
광후이(Guanghui, 

广汇) 그룹

360
(1기 공정

180만톤/년)
준비 중

202
닝쌰(Ningxia, 寧夏) 

닝뚱(Ningdong, 寧東)
선화(Shenhua, 神華) 
닝머이(Ningmei, 寧煤)

400 건설 중
중국과학원 

간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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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기업 명
규모

(만톤/년)
현황 기술 비고

203
윈난(Yunnan, 雲南) 

훙허쩌우(Honghezhou, 
紅河州)

제화(Jiehua,解化) 그룹 0.35 운전 중
중국 ICC 
MTG 기술

204
윈난(Yunnan, 雲南) 
쿤밍(Kunming, 昆明)

쌘펑(Xianfeng, 先鋒) 
화학주식회사

20 건설 중

205 꾸이쩌우(Guizhou, 貴州)
위푸(Yufu, 渝富) 

에너지 개발 주식회사
200 건설 중

중국과학원간
접액화기술

정부 
승인

출처: 중국 석탄화학산업 현황, 공업화학전망, 17(3), 38-58, 2014

[그림 3-82] 중국의 석탄액화 공장 건설 위치
출처: 중국 석탄화학산업 현황, 공업화학전망, 17(3), 38-58, 2014

중국에서 최대 석탄회사인 Shenhua Group Corp.의 너이멍구 Eʼerduosi 백만 톤급 석

탄직접액화 시범프로젝트는 2002년 국무원 승인을 받아 2005년 4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07년 말에 완공되었다. 2008년 11월에 시운전에 성공하였고, 2010년 5월부터 매일 

2,000~2,800톤의 오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접액화 시스템의 석탄가스화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18만 톤/년 급 간접액화 프로젝트도 시운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Shenhua Group Corp.의 Ningmei 400만 톤/년 급 석탄 간접액화 프로젝

트는 2012년 10월 19일에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아래 그림은 Shenhua Goup의 너이

멍구의 석탄 직접액화 플랜트의 경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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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Shenhua Group 직접액화 플랜트

중국 Yankuang Group에서는 2002년 간접액화 R&D 센터를 설립하여 고유기술을 확

보하여 100배럴/일 규모의 파일럿 테스트를 2004년에 완료하였고, 2009년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로부터 100만톤/년 급 CTL 공장 건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림 3-84] Yankuang Group 간접액화 플랜트

미국은 2005년 에너지법안[EPACT 2005]을 제정하여 석탄가스화 산업에 세금 혜택 및 

융자지원으로 석탄액화 등 청정석탄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셰일가스 대량 생산으로 

석탄액화 프로젝트 추진은 중단되었다. 

일본은 석탄 직접액화공정에 대한 개발로써 150톤/일 역청탄 직접액화 파일럿 공정 

NEDOL공정(1983~2000년, 18년간)과 갈탄 액화공정 BCL(Brown Coal Liquefaction) 

공정(1981~2002년, 21년간)을 추진하여 왔다. NEDOL공정은 중국에 기술 제공의사를 

타진 중이며 BCL 공정은 1994년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 중이다. 일본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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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개발한 NEDOL 석탄직접액화 공정을 만주와 내몽골 지역에 상용 플랜트 건설을 추진

한 바 있으나, 내몽골 지역 프로젝트는 미국 HTI사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수주했었다. 현

재 일본정부는 석탄액화에 대한 대형 설비실증 기술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고, 

일본 내 여러 대학에 기반연구를 꾸준히 지원하여 핵심 원천기술의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지

원하고 있다. 아래 [그림 3-85]는 일본에서 운영한 NEDOL 석탄액화 공정 플랜트의 모습

으로 150톤/일급 규모로 450℃, 170 기압 조건에서 석탄액화가 수행되었다.

[그림 3-85] 일본 150톤/일급 NEDOL 석탄 직접액화 플랜트 전경

일본 BCL 공정개발은 50톤/일급 파일롯 설비를 호주에 건설하여 실증하였다([그림 3-86]).

[그림 3-86] 호주 빅토리아주에 건설 운영된 50톤/일급 일본 BCL 석탄 직접액화 파일롯 플랜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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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가스화해서 석탄액화유와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공장은 남아공 Sasol

사에서 195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그 동안 확장되어 천연가스

도 가스화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남아공에서 소요되는 버스, 트럭, 택시 등에 사용되는 운

송유의 30%를 공급하고 있다.

호주 APEL사와 Syntroleum사는 총 3억불을 투자하여 빅토리아 주 Latrobe Valley에 

호주 갈탄을 사용하여 미국 Gilberton Initiative와 유사하게 전기와 합성연료유를 생산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2008년 6월 Tata 그룹과 Sasol사가 협력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1개를 승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도움으로 13,500배럴/일 규모의 석탄 

직접액화 공장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는 H&WB Group 이 직접액화와 간접액

화를 같이 연계하는 hybrid CTL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는데, 미국 

Headwaters Group이 기술을 공급하고 61,200배럴/일 규모로 프로젝트 비용은 4.2조원, 

EPC 비용은 2.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석탄 액화 실증 및 상용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표 

3-69>와 같이 2030년에는 석탄 합성석유 240만배럴/일 생산규모가 전망된다.

<표 3-69> 2030년까지 비 재래형 석유 대체연료 생산량 전망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CTL 15만배럴/일 30만배럴/일 60만배럴/일 1백10만배럴/일 1백80만배럴/일 2백40만배럴/일

GTL 4만배럴/일 20만배럴/일 50만배럴/일 80만배럴/일 90만배럴/일 백20만배럴/일

Oil sand 1백1만배럴/일 1백90만배럴/일 2백30만배럴/일 2백70만배럴/일 3백20만배럴/일 3백60만배럴/일

지구온난화 가스인 CO2 저감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IGCC와 CCS를 동시에 이루

기 위한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먼저, 유럽의 IGCC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CCS 프로젝트에 대

해서 알아보면 발전소 배출 가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해물질을 원

천 제거한 발전소 개발이 추진되어 미국(FutureGen), 일본(Eagle project), 

EU(HypoGen), 호주(ZeroGen), 중국(GreenGen) 등이 소위 zero-emission 플랜트를 개

발 중에 있다. Zero-emission 발전의 경우 CO2 포집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가

장 낮은 효율 감소를 보이는 IGCC에서 CO2를 포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유럽

의 경우는 2020년까지 CO2 배출이 없는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HypoGen 프로젝트에 이어 2007년 출범한 FP7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ZEP(Zero Emission 

Plant)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의 IGCC 연계 CCS 프로젝트 현황은 <표 3-7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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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0> 추진 중인 대표적 IGCC+CCS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국가)

주관기관 연료 가스화 GT
용량
(㎿)

운전 
시작

현황

GreenGen 2단계
(중국)

화능그룹 석탄 - - 400
2015 
~20

정부계획 공고, 
타당성 조사 단계

Kemper
(미국)

Mississippi 
Power

석탄
(갈탄)

KBR Siemens
524
(net)

2014 건설 완료 단계

Don VALLEY
(영국)

TPG capital 석탄 SHELL GE 900 -
건설비 저감 조정 중,

CO2는 북해유전 
지하에 저장 예정

Tibury
(영국)

RWE 석탄 - - 450 2014 타당성 조사

Cl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미국)

Southern 
California 
Edison

석탄 - - 500 2016 타당성 조사

Hydrogen Energy 
California

(미국)

Hydrogen 
Energy 

California

Petcoke
/석탄

MHI MHI 400 2017
FEED (Front End 
Eng. Design) 단계

Texas Clean Energy
(미국)

Summit 
Power

석탄 Siemens Siemens 400 2014 FEED 완료

세계시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석탄 IGCC 발전소 20기, SNG 플랜트 5기, 석탄가스화 

화학원료 생산플랜트 20기 정도로 추산되며, 각 1기 평균 건설비용이 1조 원에 달하므로 총 

25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2020년에 100억불을 예측한 바 있다.

[그림 3-87] 2005-2020년 기간의 세계 IGCC 시장 예측 규모
출처: Global Market for Clean Coal, Taiyou Research,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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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현황

석탄화력발전에서 향후 예상되는 효율증가 추세를 보면, USC가 42% 수준에서 

Advanced-USC로 더 개발되면 46-50% 효율이 예상된다. 천연가스 발전은 가스터빈 기

술의 향상에 따라 52%대에서 56%대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가스터빈 효율향상의 혜택

을 받는 IGCC도 현재 가스터빈 인입연소온도가 1,300℃인 가스터빈(예: GE사 7FA 가스

터빈)을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효율이 43-44%(실제 설비결과들은 39-41%)에 이르고, 

가스터빈이 GE7FB로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42% 효율에 도달하고 있다. 이후 가스터빈 

인입연소온도가 1,700℃ 가스터빈이 도입되면 효율은 50%에 달하게 된다. 이후 연료전지

가 대규모로 상용화된다면 60%대 발전효율도 가능하다.

가. 국  내

1992~2002년까지 정부의 G7 프로젝트로 IGCC 상용화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총 202억원 투자, 정부 114억원)하였다. 그 결과로 고등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

구원에 상용규모의 1/1,000수준인 0.1~2MW급 실험용 플랜트건설 운전기술을 확보하였

다. 전력연구원은 한전의 기술도입 전략 방침에 따라 IGCC 시스템 설계기술을 외국 기술 

보유사(Bechtel)의 60% 수준으로 자립하였다

<표 3-71> 국내 IGCC 기술 수준 현황

구분 기관 주요성과 기술수준

시스템 설계 서부발전, 두산중공업 IGCC 개념 설계 기술 확보 60%

가스화 공정
고등기술 연구원

에너지기술 연구원
3톤/일 설비 설계/운전 기술

10, 20톤/일급 설비 자체기술로 확보
70%

석탄 간접액화기술은 2007년부터 10~15배럴/일 규모의 국산 석탄액화 공정 개발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10톤/일 규모의 국산 석탄가스화기 개발과 석탄가스화기 후단의 가스

정제 설비 설계 및 운전하여 100톤/일규모의 파일럿 공정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국 외

미국은 1986년 시작된 청정석탄기술 실증 프로그램, 2000년 시작된 Power Plant 

Improvement Initiative(PPII)와 2002년 시작된 Clean Coal Power Initiative(CCPI) 프

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정화력발전 실증설비를 지원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순환유동층연소, 180MW급 NOx 저감, 갈탄 upgrading, 90MW 발전소 수은 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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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순환유동층 IGCC, IGCC+CCS, 폴리제너레이션 등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저장하기 위한 CCS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아래 열거된 프로젝트를 지원 중으로 Don Valley IGCC 프로젝트가 선정된 바 있다.

- 스페인 OXYCFB 300Compostilla 프로젝트(2009∼2016년): 300MW급 순산소 

사용 순환유동층 연소기술과 CCS 연계 실증

- 영국 Don Valley 발전소 프로젝트(건설비 저감 조정 중): IGCC + CCS 실증, CO2

는 북해유전 지하에 저장

- 네델란드 ROAD 프로젝트: 1GW 석탄/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일부 250MW 규모 

배가스를 뽑아 CCS에 연계

유럽투자은행의 CO2 감축 표준에 따라(kWh당 550g CO2 이하) 유럽 내/외 화석연료 신

규발전소 건립시 금융지원 조건 제시(2013/07)하였고, 향후 CO2 배출기준 450g/KWh로 

강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가스화 기술을 자국 내 풍부한 석탄자원을 사용해서 원유를 대체하고 고효율 

청정기술을 개발 ․ 적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공해문제도 해결에 중요한 핵심기술로 선정 기

술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점 투자를 통해 해외기술로 건설된 40여기 

이상의 석탄가스화 플랜트 설계 ․ 제작 ․ 건설 ․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기술의 장점을 조

합하여 자국 고유기술로 성공시켰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체 개발된 석탄가스화 기술은 

<표 3-72>와 같다.

<표 3-72> 중국 자체개발한 석탄가스화 기술의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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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 석탄가스화 기술 현황, 공업화학전망, 15(1), 55-68, 2012.

중국은 GreenGen 프로젝트를 CCS에 포함되는 형태로 재추진 및 산둥 성 Yantai 석탄 

IGCC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2008년 10월 GUA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일본 미쯔비시 중

공업의 2단 석탄가스화기와 매우 비슷한 가스화기를 시안에 있는 석탄연구소에서 개발하여 

GreenGen 프로젝트 가스화기로 적용 ․ 추진 중이며, GreenGen 초기 규모는 CCS 없이 

250 MW급이었다가 현재는 CCS를 연계시킨 400MW급으로 2015-2018년 건설할 예정이

다. Yantai 석탄 IGCC는 400MW 규모로 Shell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World Bank로부

터 자금 지원이 되었고, 건설 위치는 베이징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여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텐진 GreenGen IGCC만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에너지기본법, 2003년 기본에너지계획, 2004년 장기에너지전망 

계획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고효율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2030년까지의 기술개발 로드맵

을 작성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자국 상용기술(USC, IGCC 등)의 세계 시

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0년 이상 같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 확

보와 시장 대응을 하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

[그림 3-88] 2004년 초기 기획된 일정에 따라 2014년에도 진행 중인 일본의 청정석탄기술 개발로드맵
출처: METI, 2004/06, J-Co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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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석탄가스화와 IGCC 기술을 개발 상용화를 하는 곳은 

미쯔비시중공업사이다. 초초임계석탄화력 발전기술(USC)와 Advanced USC, IGCC를 효

율개선 기술로 모두 개발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기 위한 

연소후, 연소전, 순산소연소의 3가지 기술 모두에 투자하고 있다. 미쯔비시중공업사의 기

술개발 전략 로드맵이 [그림 3-89]에 나타나 있다.

[그림 3-89] 일본 MHI사 제시한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및 CCS 로드맵
출처: Clean Coal Day 2010, 2010/09

석탄가스화 플랜트에서 가스화기술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석탄가스화 기술은 연료의 적

용성, 탄소전환율, 합성가스 품질, 환경성, 생산량, 운전용이성, 투자비, 제작, 유지보수 등

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업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IGCC 플랜트에서 석

탄가스화공정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이 선진적이고 성숙되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되며, 운전율이 높아야 한다. 

② 설비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주기가 길며, 보수가 용이하고 보수비용이 적어야 한다.

③ 원료 석탄 적용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석탄 종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④ 단일 가스화로 생산량(2,000톤/일 이상)이 높아야 하고, 고온 ․ 고압에서 운전이 적

합하며, 가스화로 내경이 5m보다 작아야 한다.

⑤ 부하량 조절이 용이하고, 변화 범위가 크고, 하류 공정 운전 시작 및 정지가 용이해야 한다.

⑥ 석탄공급 시스템이 안전하고 운전 용이해야 한다.

⑦ 산화제로는 산소를 사용하거나, 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⑧ 합성가스는 고온에서 정제처리가 용이하고, 타르, 페놀 및 분진 함량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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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층(Entrained Flow Gasifier) 고속유동층 

(Transport Gasifier)
고정층/이동층 

(Fixed Bed Gasifier)습식 건식
압력(MPa) 2.6~6.5 3.0 3.0 상압
온도(℃) 1,300~1,400 1,400~1,700 850 900~1,050

석탄 처리 규모
(톤/일)

500~2,000 2,000 600 600

석탄 공급방식 슬러리 펌프 공급 미분탄 질소 수송 석탄덩어리 공급 분쇄석탄 공급
탄소전환율 약 96 99 약 90 약 90
(CO+H2)% ＞80 ＞90 약 70 약 68
합성가스내 
오염물질

적음 N2 ~5
탄화수소, 타르 함량 

높음
N2 ~6

CH4 ~2
석탄, 산소 소비 많음 적음 적음 많음

석탄에 대한 요구 일정한 요구 있음 넓은 범위 점성이 낮은 석탄 활성이 높은 석탄
설비 투자 비교적 높음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합성가스 압축기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용도 발전용 및 화학용 발전용 석탄액화용 및 화학용

실적
2,000톤/일급 약 136기 운용 
(GE, Shell, CoP, Udhe 공정)

대용량 상용화 실적 
없음

가장 오래된 기술 
(남아프리카 SASOL 

80기운용)

연료 역청탄, 아역청탄
아역청탄, 갈탄 등 

저급탄
아역청탄, 역청탄

대표적 가스화기 
형상

[OMB가스화기] [Shell 가스화기] [KBR 가스화기]
[Saso-Lurgi 
가스화기]

⑨ 탄소전환율과 가스화율이 높아야 하고, 탄소전환율은 80%이상이여야 한다.

⑩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환경성이 우수해야 한다.

⑪ 투자가 적고, 비용이 적어야 한다.

현재 운전 중에 있는 IGCC 시범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화 기술로는 GE, E-Gas, 

Shell, Prenflo, HTW, KRW, Lurgi 및 BGL 등이 있다. 대표적인 가스화 방식에 대한 비

교는 <표 3-73>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3-73> 석탄 가스화 기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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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Vision 21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스화기술의 개발이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

하여 중점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fuel-flexible 발전소의 개발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

는데, 석탄을 사용한 경우 2015년까지 60%의 효율 달성이 가능한 시스템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미국 듀크에너지사는 CCS(Carbon Cpature & Storage)가 장착되면 세계최초의 600 

MW급 CCS 장착 IGCC 발전소가 되는 에드위드포트 석탄 IGCC 플랜트를 건설하여 2014

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바 있다.

미국 DOE는 원래 계획된 FutureGen 프로젝트의 건설비용이 초기 10억불에서 2007년 

말의 17.6불로 예상되자 2008년 1월 30일 Restructured FutureGen 프로젝트로 개편을 

하기로 발표하였다. 2008년 기준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2003~2004년 대비 건설단가가 아

래 그림에서와 같이 급격히 상승하여 석탄 IGCC 발전소는 1,400~1,800$/kW 수준에서 

2008년 초에는 2,700$/kW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 운전을 시작

한 미국 에드워드포츠 석탄IGCC발전소 건설가격은 4,660$/kW로 최종 보고되었다.

[그림 3-90] 미국 신규 발전소의 건설비용 증가추세

미국 EPRI에서는 CO2 90% 포집 저장 대신 CO2 포집 비율을 낮춘 실증프로젝트(IGCC 

with CCS Demonstration Initiative)를 추진할 준비 중이다. 1호기는 현존하는 IGCC 발

전소에서 10-20% 수준의 CO2만 우선 포집하여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2014

년부터 시작할 2호기는 현존/계획 중인 석탄 IGCC 발전소에 40~70%의 CO2 포집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가동할 3호기는 신규 IGCC 발전소에 80~90%의 CO2 포집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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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미국 EPRI에서 추진 예정인 IGCC+CCS Initiative의 계획 요약

미국 에너지성(DOE)은 석탄IGCC에서 CO2 포집시 포집비용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어느 기술이 얼마나 비용절감을 시킬 수 있는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2025

년까지 CO2 1톤 포집비용 40불, 2035년에는 CO2 1톤 포집비용 10불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92]).

[그림 3-92] 미국 DOE의 청정석탄연구프로그램 중 IGCC를 통한 석탄화력 CO2 저감비용 저감 연구개발 목표
출처: Carbon Capture Technology Program Plan, DOE,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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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일본 IGCC 실증발전소 공정흐름도

일본은 Sunshin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1983년부터 수조 원을 지원하여 2톤/일급 설

비로부터 1997년에 200톤/일급 IGCC 시험플랜트에 대한 가동을 마쳤고, 2007년 9월 20

일 가스화기 점화를 시작으로 일본 Nakoso IGCC 플랜트의 실증시험이 시작되었다. 

Nakoso 250MW급 IGCC 플랜트는 Air-Blown 2단 연소 형식으로, 이 형식의 상용급으로

는 세계 최초의 플랜트이다. 

국외 대표적인 석탄액화 기술은 독일 Kohleoel공정, 미국의 나노크기의 철 촉매

(GelCat)를 사용한 2단 공정(1단 석탄 용해, 2단 수소화 분해)의 HTI Coal 공정, 일본의 나

노크기의 철 촉매(GelCat)를 사용한 2단 공정(1단 석탄 용해, 2단 수소화 분해)의 NEDOL

공정 및 BCL공정, 중국의 나노크기의 철 촉매(GelCat)를 사용한 2단 공정(1단 석탄 용해, 

2단 수소화 분해)의 ICL공정 등이 있으며, 연간 100만톤의 액화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은 석탄 직접액화공정에 대한 개발로서 NEDOL공정 (1983-2000년, 18년간)과 

BCL (Brown Coal Liquefaction) 공정(1981-2002년, 21년간)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은 70년대부터 석탄액화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십오계획기간(2001∼2005년)에 

중국과학원 산시(Shanxi, 山西)석탄화학연구소 합성오일공정연구센터에서 기초연구를 토대

로 2,000 톤/년 급 석탄간접액화 실험 성공 하였다. 2001년에는 저온촉매를 이용한 파일럿 

시험에 성공하였고, 2007년에는 고온촉매를 이용한 파일럿설비운전에 성공하였다. 2009년 

3월 중국과학원 기술을 이용한 이타이(Yitai, 伊泰) 16만 톤/년급 상용설비가 정상가동에 성

공하였으며, 주요 핵심기술은 중국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다. 2002년 12월 얜쾅(Yankuang, 

兖鑛)그룹에서는 상하이에 상하이(Shanghai, 上海) 얜쾅(Yankuang, 兖鑛) 에너지과학기

술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석탄간접액화 기술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4년 산뚱(Sh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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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東) 루난(Lunan, 鲁南) 화학비료공장에 100톤/년 규모 파일럿설비운전에 성공하였고, 

2009년에는 5,000톤/년 규모 파일럿 설비 550시간 연속운전 성공하였다. 그 외 SINOPEC

에서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CTL 기술은 1,000시간 연속운전에 성공하였고, 찐초우

(Jinchao, 金巢)국제그룹에서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기술은 2008년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독일 Kohleoel 공정 미국 HTI COAL 공정

일본 NEDOL 공정 일본 BCL 공정

중국 ICL 공정

[그림 3-94] 국외 석탄 직접액화 공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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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보급 현황

세계적으로 IGCC 기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의 진입단계에 있으며, 향후 기술수

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이 국내 IGCC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IGCC 발전기술의 국내확보와 신 ․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

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300MW급 IGCC 1호기를 반영하여 건설 중이다. 석탄 이용

기술 분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석탄액화(CTL), 석탄으로부터 수소제조 및 이용기

술 개발 등 석탄이용 신기술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괄프로세스

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ʻ한국형 IGCC 기술 확보를 위한 

300MW급 설계기술 자립 및 실증플랜트 건설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

터 15배럴/일 규모의 간접액화 통합공정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17년, 2019년 완공되는 각 1기의 300MW급 IGCC가 반

영되어 2020년까지 석탄IGCC 총 3기, POSCO에서 시작한 석탄가스화 SNG 1기와 경남, 

삼척지역에 추진되는 추가 SNG 2기로 석탄가스화기 기준으로 최대 6기의 국내시장(5~7

조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5. 향후 계획 

가. 추진전략

석탄가스화 기술개발은 상용급 규모가 수백MW급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기술개발 투자

규모로는 선진국과 같은 규모의 설비를 통한 기술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추진전략

이 필요하다. 기술전략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용한 자금 규모

에 맞는 Pilot 설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전체공정을 실증하는 전

략으로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겪었던 운전상 문제점들이 국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 

및 설비의 특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첫째 방향이다. 그 다음은 국내에 건설되어 운전될 때 

필요한 핵심 설비와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 능력의 확보와 설계 제작 운영 실적이 국내 

업체에 필요함으로 국산화율을 제고키 위한 제반 기술개발의 방향이다. Turn-key 기술도

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요소기술 도입 후 자체 시스템화 기술개발 전략도 요구된다. 

석탄을 가스화한 석탄가스를 전기, 액화유, SNG 생산에 사용하는 플랜트와 소요 설비/

부품 및 운전/유지보수 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필요하다. 중소형 규모로 해외에 Turn-key

로 제공 가능한 중소형 IGCC 틈새시장용 기술과 연료전지 연계 차세대 IGCC 기술들에 대

한 개발이 추진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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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청정화력은 먼저 상용화 실적이 있는 업체 위주로 독과점의 시장 형상이 예상됨에 

따라,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국산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한국형 IGCC 발전소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한 국내 건설 후속호기 국

산화율 제고로 단기성과 창출

- 해외 수출이 가능한 콤팩트한 석탄액화 기술개발로 해외 저렴한 석탄산지 진출, 석탄

액화유 형태로 국내에 도입하여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

- 실증플랜트용 주기적 교체 설비/부품 우선 국산화 추진하고, 연관 플랜트 부품소재산

업으로 확대 재생산

- 국내 관련 설비규모(1∼20톤/일)와 상용급(3천톤/일) 규모 사이에 필요한 100∼

300톤/일급 실증단계를 중소형 IGCC/가스화 상용/실증 사업으로 추진

- 국내 건설된 SNG 플랜트와 SNG 파일롯 실증설비, 석탄가스화 test-bed 설비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해외기술 보유사와 차별화된 핵심기술 특허 확보

- 국내 건설된 IGCC/SNG 플랜트와 CCS 간 연계시스템 및 전체 통합시스템 최적화

- 중국정부의 TPRI, ECUST에 실증단지 구축 지원,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CRIEPI), 

J-Coal을 통한 실증단지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석탄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을 위한 종합 실증단지 구축 지원

나. 기본방안

대용량 상업 규모의 IGCC 플랜트 건설 사업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개발도상국에 도입되고 또한 확산될 것이므로, IGCC 플랜트 기술 및 건설 분야에서

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IGCC 기술 연구 개발에서 여러 가지 세부 기

술 중에서 국내에서 단시기 내에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확보 가능한 기술을 선취해서 고효

율, 저비용 및 신뢰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집중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에 연구 

개발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내 개발 기술과 직접 

접목하여 대용량, 상용급 IGCC 플랜트 건설 기술 및 운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석탄액화는 국외의 상용 석탄가스화발전과 합성석유 생산병행 생산 플랜트 기술을 공동

으로 도입하고 국산기술을 개발하여 국산 플랜트 설계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선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국내에 2015-2016년에 걸쳐 1조원 이상씩이 투입된 

상용 석탄가스화 SNG, IGCC가 운영되므로 이들 설비들로부터 5-10%의 합성가스를 

slip-stream으로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석탄가스화와 석탄액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한

다. 특히, 이미 상당부분 상용기술까지 보유한 해외와 경쟁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 



257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전략도 필요하다.

IGCC는 석탄가스화 플랜트 산업 + 원유 탈피 에너지다변화 산업 + CO2 대응산업이다. 

고원유가가 지속되고 LNG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원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수

출 플랜트산업이라는 차원에서 IGCC 기술은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분야이다. 

석탄액화 분야는 해외 석탄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선진국이 기

술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용량 설비분야가 아닌 중소형 규모의 석탄액화와 한국이 강점을 가

지고 있는 선박탑재형 등 틈새시장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석탄액화 컴팩

트화, 모듈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다.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 확보방안

현재 국내에서는 상용급 IGCC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한 관련 기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므로 우리는 기술료와 로열티를 지불하며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도입된 기술은 국내 자체 석탄 가스화, 

액화 기술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발전도상 석탄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석탄액

화사업을 주도권을 쟁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 방식인 IGCC에 대한 기회임을 인식하

고, 향후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국제적

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탄소세가 도입되거나 CO2 발생량 규제가 본격화되면 석탄화력발전은 

CCS와 연계되어 세계적으로 대형 플랜트 시장의 큰 축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CCS분야 

개발기술과 접목시 국내외 플랜트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석탄 IGCC 플랜트에 CO2를 분리 ․ 저장하는 CCS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향이 대세를 이루

고 있으므로 IGCC에 연계된 CCS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력과 기술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

다. 최근 석탄 IGCC와 CCS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비하여 기술공여사와 

설비제작사가 제한적이어서 기술과 제작경험이 있는 업체 위주로 판매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IGCC 및 CCS의 핵심부위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 능력의 확보와 설계 

제작 운영 실적이 국내업체에 필요하다.

기존 석탄화력발전기술은 지난 30년 이상의 설비와 공정 신뢰도 향상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플랜트의 신뢰도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IGCC 기술은 

상용급 규모로 운영된 역사가 짧아 아직 플랜트 신뢰도가 75~8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와 단위공정의 개발 요구가 크다. 그리고, IGFC(석탄가스화연료전

지)는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며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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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액화를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히 국외 선진 기술과 접촉하여 

기술 라이센싱 협상을 개시하고, 동시에 국산 액화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우리 기술의 수

출상품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탄간접액화의 핵심기술인 석탄가스화기는 국책과

제로 추진 중인 IGCC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석탄가스화 및 액화기술, 설비제작, 엔지니

어링 등 관련 국내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시장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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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 재생에너지 -

Scene 02
영남대학교 교수  박 진 호

제4절  태양광

1. 개요

태양광발전기술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21세기 산업 및 에너지 패러다

임의 변화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저탄소사회의 구현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각광 받아 왔다.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세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85%에 이를 만큼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유럽

발 재정 위기, ʻChina Riskʼ로 표현되는 공급과잉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 태양광기업의 

경영조건이 악화되었고, 모듈 가격은 2010년 $2.0/W에서 최근 $0.6/W로 폭락하여 그 결과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

었으며,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파산보호신청, 인원감축, 

M&A 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내도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매각되고 있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구조조정은 2014년 들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월 27일 맥킨지는 ʻ태양광 리포트(Solar Power: Darkest before Dawn)ʼ를 통해 

세계 태양광 시장이 겪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을 산업이 성장하면서 겪는 통과의례인 ʻ성장

통ʼ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현재 이러한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태양광 

시장과 산업은 기존의 유럽중심이 아닌 미주와 아시아(특히 중국)로의 시장 다변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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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들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한 인수합병의 가속화, 그리고 중국 태양광 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ʻ후쿠시마 원전사

고ʼ 이후 미래의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발전시스템 단가의 하락에서 오는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인해 향후의 태양광 시장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세계 태양광발전 누적 설치량

은 약 140GW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3년 한해에만 약 40GW가 설치되어 2012년 대비 

35%의 설치시장 성장을 보이는 등 분명히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14

년의 신규투자는 그간 과잉 투자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소화와 모듈 및 시스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 다소 감소하여, 전 가치사슬에 걸친 태양광산업의 확대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

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 Generation)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

전방식으로, [그림 3-95]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태양광발전 시스

템은 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전지 셀(어레이),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

는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저장기능의 축전장치, 시스

템 제어 및 모니터링과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

적인 부품은 태양전지이다.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소자이며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태양전지의 최소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보통 셀 1장에서 나오는 전압이 

약 0.5~0.6 V로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 장을 직렬로 연결하여 수 V에서 수십 V 이상의 전

압을 얻도록 패널 형태로 제작하며 이를 태양광모듈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듈을 여러 

장으로 직병렬 연결함으로써 부하의 용량에 적합하게 연결하여 설치한 것을 태양광어레이

라고 하는데, 이는 회전형 발전방식의 발전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전력변환장치인 PCS/

인버터는 태양광어레이로부터 발생되는 직류전기를 상용주파수 ․ 전압의 교류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전력을 송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직류와 교류 측의 전기

적인 감시 및 보호를 하는 구성요소로서, 태양광시스템 구성요소 중에서 태양광모듈을 제외

한 주변장치 중 가장 큰 가격 점유율을 차지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부하의 종류에 따라 [그

림 3-96]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분류되기도 한다. 즉, 지상용 시스템과 우주용 시스

템 및 민수용 시스템, 또한 지상용 시스템은 계통연계형 시스템과 독립형 시스템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지역 및 환경맞춤형으로 구분하면, 대규모 발전용(Utility), 소규

모 발전용(상업용, 가정용 등), 건물통합형(BIPV), 수상용, 사막용 태양광 및 집광형 태양

광발전 시스템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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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림 3-96] 부하의 종류에 따른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분

태양전지의 기본구조 및 전기 생산과정을 실리콘 태양전지 단면도를 이용하여 [그림 

3-97]에 나타내었다. 태양전지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ʻp-n 접합ʼ) 앞뒤 표면에 

금속전극을 붙여 제작한다. 빛이 반도체에서 흡수되면 전자와 정공 쌍이 생성되고 전자와 

정공은 p-n 접합부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영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도선으로 연결된 외부 회로에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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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작동 원리

또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i) 가급적 많은 빛이 반도체 내부에서 흡수되

도록 하고, (ii)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 쌍이 소멸되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전달되도

록 하며, (iii) p-n 접합부에 큰 전기장이 생기도록 소재 및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한편 빛을 흡수하는 태양전지의 소재에 따라 태양전지는 실리콘계, 화합물계, 유기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흡수층의 형태에 따라 결정계와 박막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현재 태양전지 시장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저가 고기능성

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박막형의 태양전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지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2. 국내외 시장 및 정책 동향

태양광 시장은 최근 폭발적인 연간 성장률(85% 이상)을 나타내며 급성장하여 왔고 2013

년 들어 약 40GW의 시장규모에 이르 다. [그림 3-98]은 세계 태양광발전산업에서 태양

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량을 나타낸 것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 PVPS(태양광발전분과)

에서 2014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이다. 2012년의 일시적인 설치량 감소를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시작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량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원전 설치계획을 축

소 또는 폐지하였고,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및 신흥 시장(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에서 태양광 설치량을 확대하면서 향후 세계 태양광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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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발전용 태양광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및 환경 맞춤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BIPV, 수상태양광 등), Niche Market 시장(개인용 휴대기기 등) 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

고 있어 신규시장의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 국가가 신 ․ 재생

에너지원의 확대를 정부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신 ․ 재생에너지원 중 특

히 태양광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산업유발 효과가 큰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림 3-98] 세계 태양광 설치시장 현황

2011년을 기점으로 한 시장 성장률 감소의 원인은 태양광 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조정과 최근 발생한 유럽발 경제 위기이다. [그림 3-99]는 2007년부터의 태양전

지 모듈의 수요 공급의 현황과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

데 2011년부터 수요량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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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재정위기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태양광 모듈의 가

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그림 3-100] 참조), 태양광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초

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공급 불일치 현상은 2014년 들어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듈 가격 하락에 따른 Grid parity 조기 달성에 의한 보급량 증대와 원전사고 

이후 조성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림 3-99] 세계 태양광 수요 공급 현황 및 전망

[그림 3-100] 세계 태양광 설치량과 모듈 가격 전망
출처: SNE 리서치 2012

한편 [그림 3-10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전체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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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나 그 후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에 의한 박막 태양전지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결정

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점유율은 80%대로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들어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 및 수급불균형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모듈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박

막 태양전지 시장 규모가 다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에는 박막 태양전지의 

선두 기업인 First Solar(CdTe 모듈 제조기업)가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박막 태양전지 시장

의 규모가 보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

된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화와 모듈 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힘입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막 태양전지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가 

및 고기능성,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의 신규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서, 박막 태양전

지 시장은 2016년 이후부터 서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01] 기술별 태양광 모듈(결정질/박막) 생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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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태양전지는 비정질 실리콘계, CIGS계, CdTe, DSSC, OPV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림 3-102]에서와 같이 2014년 이후 CIGS 박막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박막의 점유율이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초기 박막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했으

나 효율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타 박막 태양전지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시장 성장

의 한계에 다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기업이 파산 및 

기업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CdTe 박막 태양전지는 현재 박막 태양전지 중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원소재 확보 문제와 함께 Cd 원소의 독성 문제로 인하여 시

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경우, 효율이 높고 저가 

생산이 가능하여 향후 박막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DSSC와 OPV 등은 아직 상용화 전단계인 파일럿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조 

단가와 응용성에 있어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율과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

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02] 박막 태양전지 기술별 생산량과 점유율 현황 및 전망
출처: SNE 리서치, 2012

태양광산업은 에너지 ․ 환경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산업창출이 가능한 신규산업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하에 성장하여 왔다. 현 수준에서는 기존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에 비하여 아직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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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자립, 환경문제 해결,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미래 신산업 창출이

라는 목적 하에 정부주도형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채택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산업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대표적

인 지원정책으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와 신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가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 ․ 재생에너

지로 생산한 전기를 15~20년간 일정한 기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이며,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에너지 사업자에게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과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의무할당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지구온난화 

대응방안을 포함한 Cool Earth 50 계획을 2007년 발표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Sunshine Project, New Sunshine Project, Moonlight Program, Top Runner 

Program 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신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

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종래 기술의 연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혁신적 기술개발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Cool Earth 50에서는 21개

의 혁신적 에너지기술을 우선개발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혁신적 태양광발전도 포함하였

다. 혁신적 태양광발전 로드맵을 살펴보면, 2세대 초박막 결정질 실리콘, 초고효율 박막 태양

전지, 유기박막/염료감응 등 유기계 태양전지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7￥/kWh 이하로 감축, 

발전효율 40% 달성, 그리고, 3세대 양자 나노구조의 태양전지와 신개념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2050년까지 발전효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정부 주도의 R&D 투

자 및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해 왔으

나 2003년부터 시행된 신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2006년 주택용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기점으로 태양광 산업이 위축된 바 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의무할당제 이외에 2009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부활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

도 재개시하여 보급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태양광 주택에 kW당 7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하

고 있으며 기업에도 설치비용의 일부와 세액공제 해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주택 및 기업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잉여전력을 향후 10년간 각각 48￥/kWh와 

24 ￥/kWh로 구매하는 제도로서, 2014년 이후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기준가

격은 인하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확충을 위하

여 기존 Residential 시장에 맞춘 FiT 외 Utility 시장의 확대를 고려하여 <표 3-74> 및 [그림 

3-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FiT 제도를 2012년 7월에 정식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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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4> 일본의 새로운 태양광 FiT 제도

Category Capacity: 10kW or larger
(non-residential)

Capacity: below 10kW
(residential)

Electricity to be purchased 100% of generated 
electricity Surplus electricity

Feed-in tariffsper kWh 40Yen/kWh + Tax
(534 KRW/kWh)

42Yen/kWh
(564 KRW/kWh)

(Include Tax)

Purchase period 20 years 10 years

Assumption
for calculation

Costs

Construction 
cost

325,000Yen/kW
(4.36 mill KRW/kW)

466,000Yen/kW
(6.25 mill KRW/kW)

Annual 
operation/ 

maintenance 
cost

10,000Yen/kW
(134,168 KRW/kW)

4,700Yen/kW
(63,059 KRW/kW)

Internal Rate of
Return (IRR) 6% before tax 3.2% before tax

출처: ｢PV Status in Japan｣ (2012, RTS)

일본의 새로운 FiT 제도는 FiT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6개월마다 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요금 요율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때 일본 경제산업성이 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규 FiT 제도의 도입은 일본 태양광 

시장의 수요자와 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대형 및 상업용 시장의 성장과 

주거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규 FiT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통 연계, 법 제도(토지 이용 관련 법), 비용 절감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3-103] 일본의 기존 FIT 제도와 신규 FIT 제도 비교
출처: ｢PV Status in Japan｣ (2012,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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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EDO는 한편, 태양광 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여 2004년에 수립된 

태양광 로드맵(PV 2030)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태양광 로드맵 PV 2030+을 발표하였

다. PV 2030+에 설정된 태양광발전 단가 목표는 2020년 14￥/kWh, 2030년 7￥/kWh, 

2050년 7￥/kWh 이하이다. 또한 NEDO가 중심이 되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초박형

화, 다양한 태양전지들의 다접합화 및 헤테로 접합에 의한 고성능화를 달성하기 위한 All 

Japan Project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법(EEG,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기반으로 고정가

격제, R&D 투자,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솔라밸리 조성 등을 지원하였다. 일조량이 낮은 불

리한 자연환경에서도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발전차액지

원제도 시행 때문이었으며 유럽 및 세계 각국은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원은 정부보조금과 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성되

며 기술개발 및 효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기준가격을 인하하여 왔다.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2009년부터는 연차별 보급 한계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발전용량을 제한하지는 않

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이른바 Energiewende(에너지혁신) 정

책을 채택하여 신 ․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보다 촉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기존 원전의 

완전한 폐쇄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Clean Energy)에 향후 10년간 1,500억불을 투자하여 500만개

의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의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209억불을 투입하고 있으며, 직접적 보조(60억불)

보다는 감세(10년간 149억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3-104]는 2006년 Solar 

America Initiative(SAI)에서 설정한 태양광발전단가 목표로서, 태양광을 2015년까지 다

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가능하고, 정부 보조금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림 3-105]는 SAI의 후속 프로그램인 ʻSunshot Initiative Projectʼ에서 설

정한 발전단가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R&D, 제도, 법률, 금융 등 전방위적인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사슬통합형 연구와 

핵심돌파기술 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Sunshot Initiative Project의 최종목표는 

2017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단가를 $1/Wp로 낮추고 2020년까지는 $1/Wp 이하

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전기 생산 비용 $0.06/kWh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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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Solar ․ America ․ Initiative(SAI)의 태양광발전 단가 목표
출처: EERE 홈페이지

[그림 3-105] Sunshot Initiative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단가 목표
출처: DOE 홈페이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2030년경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신 ․ 재생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에너지 안보문제 해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해소, 지역균형개발, 신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다원

적인 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인식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법,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 계획,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1.5 계획 등 신 ․ 재생에

너지 부문의 제도 및 발전계획과 이의 시행을 위한 각종 부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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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넓은 국토와 풍부한 일조량 등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

력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미래 핵심 신 ․ 재생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9년 기준으

로 305MW의 태양광발전 누적설치량을 나타낸 바 있으며, 2009년 말 코펜하겐 회의에서

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태양

광 및 풍력을 미래 핵심 신 ․ 재생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표 3-75>와 같이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은 현재 매우 적극적인 태양광발전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표 

3-76>에서처럼 2020년까지 누적 설치량 기준 50GW 이상을 달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75> 중국의 태양광 지원 정책

주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Roof Top/
BIPV 프로그램

•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 15~20RMB/W 지원
• 2009년 Golden Sun 프로그램과 합쳐짐

Golden Sun
프로그램

• 초기 자본 비용의 50~70% 지원 : 2012년까지 500MW까지 확대
• $0.06/kWh로 전기 재구매
• 최소 300kW의 설비에 대해 지원

Utility-Scale
(발전단지) 프로젝트

• 280MW 프로젝트 실시
• 2011년을 기점으로 2020년 20GW를 목표로 발전단지 설치 계획

출처: Ministry of Finance(China)

<표 3-76> 중국의 태양광발전 보급 프로그램

PV Building Project

Phases Approved Capacity Subsidy to Capital（Yuan/W)

1st Phase, 2009 111 Projects，91MW BIPV 20, BAPV 15

2nd Phase, 2010 99 Projects，90.2MW BIPV 17, BAPV 13

3rd Phase, 2011 106 Projects，120MW BIPV 12元/W

4th Phase, 2012 300MW BIPV 9, BAPV 7.5

Total(till 2012) About 600MW 　

Financial Source Special Fund for Renewable Energy

Golden Sun Demonstration

Phases Approved Capacity Subsidy to Capital（Yuan/W)

1st Phase 2009 98 Projects，201MW PV Building 14.5，Off-grid 20

2nd Phase 2010 50 Projects，272MW PV Building 11.5，Off-grid 16

3rd Phase 2011 140 Projects，690MW C-Si 9.0, a-Si 8.5

4th Phase 2012 167 Projects, 1709MW (1 GW) PV Building 5.5，Off-grid >7.0

Total(till 2012) 2,100MW 　

Financial Source Special Fund for Renewable Energy

출처: The Status and Trends of PV Industry in China, Beijing Corona Sciences & Technology Co., Lt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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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볼 때, 태양광 FiT 하락과 Cap 도입 등의 정책 지원 축소와 유럽시장의 성장

동력 저하, 그리고 수요대비 공급량 초과로 인하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1년 이후 시

장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PV 가격 하락이 수요를 견인하

고 있는 상태이고 주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머징 마켓이 발굴되고 있어 

세계 태양광 시장은 다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12%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러한 전망은 더욱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국내의 경우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태양광시장이 견인되었는데, 정부의 태양광 관련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B정부가 시작되고 ʻ저탄소 녹색성장ʼ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발표된 이후 세계 신 ․ 재생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 ․ 재생에너지 중심의 ʻ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08년 

9월)ʼ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ʻ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년 10월)ʼ이 제시되었다. 

ʻ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ʼ에서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

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로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

로벌 그린에너지 강국 실현을 표방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특히 9대 중점기술 분야 중 태양광은 

조기 성장동력화 기술에 포함된 바 있다. ʻ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ʼ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 ․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여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중 태양광은 ʻ차세대 태양전지(①박막, 

②염료감응, ③나노유기)ʼ개발과 ʻ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초저가화가 목표로 포함

되었다.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으로는 2008년 이후 발전차액 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이유로 연도

별 발전차액 한계용량(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을 설정하였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FiT제도는 중단하고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태양광의 의무할당량은 다른 

신 ․ 재생에너지원과는 달리 별도 지정하는 것과 함께 시기도 단축하여 국내 보급을 촉진하

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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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연료전지 등의 신 ․ 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

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력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햇살가득

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지원프로그램 없이 매월 절약되는 전기절감액으

로 융자시의 융자금 상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인 2014년 10월에 발표한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3.2%(2012)

→ 3.6%(2014) → 5.0%(2020) → 7.7%(2025) → 9.7%(2030) → 11%(2035)). 신 ․ 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작성되는데, 2014년 초에 2차 

에너지 기본계획(매 5년마다 작성)이 발표되었고, 그 후속 계획으로서 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2035년 기간 

중 신 ․ 재생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6.2%이며, <표 3-77>에 나타낸 것처럼 폐기물 비중

은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

진될 경우,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가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77> 1차 에너지 기준 신 ․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목표
(단위 : %)

구분 2012 2014 2025 2035 연평균증가율

태양열 0.3 0.5 3.7 7.9 21.2

태양광 2.7 4.9 12.9 14.1 11.7

풍력 2.2 2.6 15.6 18.2 16.5

바이오 15.2 13.3 19.0 18.0 7.7

수력 9.3 9.7 4.1 2.9 0.3

지열 0.7 0.9 4.4 8.5 18.0

해양 1.1 1.1 1.6 1.3 6.7

폐기물 68.4 67.0 38.8 29.2 2.0

3. 기술개발 현황

[그림 3-106]은 태양전지 종류별로 실험실 수준 세계 최고 효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

며, <표 3-78>은 태양전지 종류별 효율 및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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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변환

효율59) 단계
국내외

주요업체

실
리
콘
계

결
정
계

단
결
정

• 200 ㎛ 정도의 얇은 단결정 Si 기판 이용
• 장점 : 성능, 신뢰성
• 과제 : 저가격화

~20% 실용화

(한국)현대중공업, LG전자, 
신성솔라에너지, EnR 솔라, 한화 Q-Cell
(해외)Sharp, Panasonic, Mitsubishi 
전기(日), Yingli, JA Solar, Trina(中), 
Sunpower(美)

다
결
정

• 작은 결정이 집합된 다결정 기판 이용
• 장점 : 단결정보다 저렴
• 과제 : 단결정보다 효율 낮음

~15% 실용화

(한국)LG전자, 에스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EnR 솔라
(해외) Sharp, Kyocera, Mitsubishi 
전기(日),  Yingli, JA Solar, Trina(中)

박막계
• a-Si이나 미세결정 박막을 기판 위에 형성
• 장점 : 대면적으로 양산 가능
• 과제 : 효율 낮음

~9%
(비정질)

실용화
(한국)없음
(해외)Sharp, Kaneka, 후지전지(日), GS 
Solar(中), Next Power(臺)

화
합
물
계

CIGS계
• Cu, In, Se 등을 원료로 하는 박막형
• 장점 : 자원절약, 양산가능, 고성능가능
• 과제 : In의 자원량

~14% 실용화
(한국)삼성SDI
(해외)Solar-Frontier(일), Harnergy(중), 
Miasole(미)

CdTe계
• Cd, Te을 원료로 하는 박막형
• 장점 : 자원절약, 양산가능, 저가격
• 과제 : Cd의 독성

~13% 실용화
(한국)없음
(해외)First Solar(미)

집광계

• Ⅲ족과 Ⅴ족 원소로 된 화합물 다접합, 
집광기술 적용

• 장점 : 초고성능
• 과제 : 저가격화

셀 효율 
~38%

연구
단계

(한국)비제이파워, 애니캐스팅, 파루
(해외) Sharp(日), Amonix(美), Soitec(독)

[그림 3-106]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효율 추이

<표 3-78> 태양전지 종류별 효율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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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변환

효율59) 단계
국내외

주요업체

유
기
계

염료감응

• TiO2에 흡착된 염료가 광을 흡수하여 
발전하는 새로운 타입

• 장점 : 저가격화 가능성
• 과제 : 고효율화, 내구성

셀 효율
~14%

연구
단계

(한국)동진쎄미켐, 상보, 이건창호
(해외)Dyesol(호주), Fujikura(日), 
G24innovation(英)

유기박막
• 유기반도체를 이용하는 박막형
• 장점 : 저가격화 가능성
• 과제 : 고효율화, 내구성

셀 효율
~12%

연구
단계

(한국)코오롱, LG화학
(해외)Mitsubishi, Konarka, Sumitomo, 
JX energy(日)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최근 실험실 및 상업용 모듈의 효율이 기술개발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막 태

양전지 중에서는 고효율화와 함께 플렉시블 태양전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전지 종류별 기술 개발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한 태양전지의 최고 변환 효율은 호주의 UNS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대학이 발표한 25.0%(4cm2)이며,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 변

환 효율은 독일의 Fraunhofer ISE에서 발표한 20.4%(1cm2, Thickness 99㎛)이다.

미국의 Sunpower사는 전면에 위치한 전극을 모두 후면에 두는 후면전극형 IBC 

(Interdigitated Back Contact) 셀을 개발하여 현재 20%대의 양산용 셀(125mm× 

125mm)을 생산하고 있으며, 24.2%까지 효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일본의 Sanyo사는 결정질 실리콘 기판 위에 Intrinsic 비정질 실리콘을 PECVD 방식으

로 성막하여 만든 HIT(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 셀을 개발하여 상용

화하였으며, 23.7%(100mm x 100mm)까지 효율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전 세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셀은 p-type 

Screen Printed 셀로서, 생산되고 있는 단결정 셀(156mm×156mm)의 평균효율은 

18~19%이며, 다결정 셀의 평균효율은 16%~17%이다. 

[그림 3-107]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구조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종류와 특

성을 비교한 것이다.

59) 모듈 변환효율, 단 괄호 내는 연구단계로 셀 변환효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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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다양한 형태 및 특성 비교

한편 최근 고효율 양산용 셀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로 선택적 에미터, 전후면 패시베이션, 

후면 국부전극, Back Surface Field 기술 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핑 기술, 

증착 기술, 프린팅 기술 등이 개발됨으로써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미 그 효율이 이론적 최대치에 가까워져 R&D를 통해 성능

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비교적 작은 상황으로, 효율 증대보다는 소재 개발 및 

생산기술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다결정 태양전지의 성능을 단결정 태양전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유사다결정 

웨이퍼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며, 전지수명 향상을 위한 보호소재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웨이퍼 두께를 줄여 폴리실리콘의 소모량을 줄이는 연구와, 모듈제작 시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CTM Loss)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업용 p-type Screen Printed 셀은 약 200㎛ 두께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

는데, 최근 원가 절감을 위해 박형화 셀의 제조에 관련한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기존의 상업용 셀 제

조에서 전후면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온 열처리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최근 160㎛ 두께를 갖는 웨이퍼를 이용하여 양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험실 기

준에서는 120㎛ 초박형 셀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2020년 들어서는 

100㎛ 이하의 웨이퍼가 양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그림 3-108]과 <표 

3-79>는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의 모듈효율 현황과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기술별 효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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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 모듈 효율 
출처: Data - Photon, Graph – Willeke, Fraunhofer ISE 2012

<표 3-79>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효율 현황

기술종류
박막 전지(2,3세대) 결정형 실리콘(1세대)

a-Si CdTe CIGS DSC 단결정 다결정

전지 효율 (%)
7~9 10~11 7~13 2~4

16~22 14~18

Module Efficiency (%) 13~19 11~15

필요면적 (㎡/kW) ~12 ~10 10 - 7 8

자료: EPIA (2010) 

국내의 경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이 최근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진출과 단결정 기판 및 태양전지 사업의 순조

로운 진행 등으로 인해 실리콘 소재, 단결정 기판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시스템 및 시공 

관련 분야에서 설계 및 생산 기술의 국산화율과 해외 선진 기업 대비 국내기업의 기술수준 

등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속되어 온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효율 셀/모듈 기술

에서 선진국을 추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 성공사례가 아

래와 같이 발표되고 있다.

- 결정질 태양전지의 제조단가를 줄이기 위한 박형 태양전지 기술 개발 완료(웨이퍼 두

께 150㎛급)

- 고효율 후면전극형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검사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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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장비 등의 국산화개발(현대중공업) 완료

- 비정질/결정질 실리콘 이종접합 4인치급 이상의 대면적 고효율 셀 기술 개발(삼성

SDI)을 통해서 셀 효율 19% 이상 달성

- EWT(Emitter Wrap Through) 구조를 적용한 초저가 고효율 셀 및 모듈 개발 진행 

중(한화케미칼, 셀 효율 21% 이상 달성 목표)

- PERL(Passivated Emitter, Rear Locally-Diffused Cell) 구조를 적용한 고효율 

셀/모듈 기술 개발 진행 중(신성솔라에너지, 셀 효율 22% 달성 목표)

- 초고효율 소자 구조 및 저가 공정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태양전지 개발 중 (EnR 솔라

(舊, STX솔라), 셀 효율 23% 달성 목표)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장비 산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태양전지 제조기

술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완료 및 고효율 장비 개발(디엠에스)

<박막 태양전지>

박막 태양전지는 저렴한 생산단가와 넓은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

지를 이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박막 태양전지는 비교적 단순한 제조공정과 함께 

실리콘 기판 대신 유리와 같은 저렴한 기판의 사용이 가능하여 제조단가를 저감할 수 있으

며, 가벼운 무게와 Flexible한 특징은 건물 외장재 등 다양한 제품군에의 적용에 유리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109]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박막 태양전지의 간단한 도식

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09] 상용화된 박막 태양전지 군의 소자구조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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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는 기판 형태를 기준으로 유리 기판 및 플렉시블 기판 이용 전지로 

나눠지며, 태양전지의 고효율화를 위해 다중접합기술, 광포획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mc-Si 고속증착과 대면적 양산화 장비기술 등이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다. 유리 기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TEL Solar AG(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y(일본), Sharp(일본), KANEKA(일본), ULVAC(일본) 등이 있으며, 플렉

시블 기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Fuji Electric(일

본), Flexcell(스위스), Nuon(네덜란드), Power Film(미국) 등이 있다. 그러나 실리콘 박

막 태양전지가 현재 갖고 있는 낮은 효율(7~9%) 및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시장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실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많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시장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태양전지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러한 기술

개발과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술들이 원천기술 형태로 개발되

고 있다. [그림 3-110]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양산을 위해 개발된 Turn-key 장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0] Applied Materials사가 개발한 실리콘 박막 태양광 모듈 생산 Turn-key 장비

CIGS 박막 태양전지는 2010년 독일 ZSW에서 소면적 기준 20.3%의 최고효율을 달성함

으로써 실험실 수준에서는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효율 상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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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CdS 버퍼층을 ZnS로 대체하여 중금속인 Cd의 유해성 이슈

에서도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CIGS 박막 태양전지의 경우, 일본 Solar Frontier

의 1 GW급 투자 및 Turn-key 장비 업체의 출현으로 그동안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양산

성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업용 대면적 CIGS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 또한 독일의 Wurth Solar, 일본의 Solar 

Frontier 등에서 패널 기준으로 14%를 넘는 등,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림 3-111]은 미국 NREL이 발표한 최고 효율 CIGS 박막 태양전지의 단

면으로서, 향후 개발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3-111] 최고 효율을 보이는 CIGS 박막 태양전지의 단면 및 향후 개발해야 할 과제

1990년대 초반, 소면적 실험실 Cell 기준 10% 대의 효율로 혜성같이 등장한 염료감응 태

양전지는 그 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2%대의 최고 효율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소자의 특성 규명과 장기 안정성, 대면적화 측면

에서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룩한 바 있다. 일본의 Sony나 Toyota, Sharp, 호주의 Dyesol 

등 세계의 많은 업체들이 DIPV나 BIPV 용으로의 활용을 위해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

으며, 서브 모듈 기준 10%에 근접하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전통적인 액상 염료감응 태

양전지 분야에서는 선구자인 스위스의 Gratzel 교수 그룹이 포피린계 염료와 코발트계 

Redox쌍을 이용하여 2011년 말에 발표한 12.3%가 아직 세계최고 효율이며, 2012년 말에 

유무기 Perovskite계 염료와 OMeTAD 고상 전도물질을 이용한 고상 염료감응 태양전지

(효율 10.9%)가 영국 옥스퍼드대 Snaith 교수 팀에 의해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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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Stained Glass용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12]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염료감응형 태양광 모듈의 예

2000년대 들어 10년 만에 효율 10%대로 진입한 유기박막 태양전지(OPV)의 경우, 그동

안 실용화 개발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Konarka사가 2012년에 도산하면서 다

소 발전 속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하지만 OPV의 차별적인 특성과 용도, 성능 향상에 

고무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물밑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독일의 Heliatek이 

2013년 1월 저분자 진공 소자에서 12.0%(면적 1.1cm2), 일본의 Mitsubishi Chemical이 

저분자 습식 소자에서 12%에 육박하는 최고 성능을 발표하고 있다. OPV의 주종인 습식 고

분자 소자에서는 미국의 UCLA와 일본의 Sumitomo 협동팀이 2층 탠덤 소자에서 10.6%, 

단층 소자에서는 2010년 미국의 Solarmer사가 셀 효율 8.13%, 소자수명 3년이라는 성능

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의 IMEC/Polyera 협동팀도 2012년에 9.1%를 발표하였다. 유

기박막 태양전지는 흡수층의 구성재료에 따라 고분자계와 유기단분자계로 나누어지며, 고

분자계는 또한 p-n 접합 재료의 구성에 따라 고분자-고분자계, 고분자-플러렌계 및 고분

자-무기반도체 복합계로 나누어진다. [그림 3-113]은 플렉시블 형태로 제조된 유기박막 

태양전지 모듈과 제조 장치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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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플렉시블 유기박막 태양광 모듈 및 제조 장치

국내의 경우, 생산하는 업체와 연구 기관의 수가 작은 비정질 실리콘 박막 및 CIGS 박막 

태양전지의 생산기술 국산화율과 기술 수준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8

년 이후, 정부의 육성의지를 담은 태양광 R&D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결정질 실리

콘 태양전지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  ʻ온도 상승에 따른 효율저감 및 가격저감ʼ을 위하여 다양

한 박막 태양전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실리콘 박막은 실리콘의 사용량을 줄여 가격을 저감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대면적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술개발 과제(LG전자)들이 진행되었고, 또한 Flexible 실리

콘 박막 태양광 모듈 양산을 위한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한국철강)도 진행되

었다. LG전자는 특히, 삼중접합 구조를 활용한 13.4% 효율의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를 개

발하여 [그림 3-106]의 세계 최고효율 표에 한국 최초로 등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개발의 결과가 그 자체로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n-type)의 효율 향상이나 Bifacial 태양전지의 개발 등에 적용되고 있다.

CIGS 박막 태양전지는 실리콘 보다 이론적인 물성이 매우 우수하면서도 저렴하게 제조

할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개발

이 진행되어 왔으며, 유리 기판 CIGS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의 제조기술 개발은 완료되어

(LG이노텍, 삼성SDI) 현재 양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개발

된 진공방식이 아닌 비진공 프린팅법을 적용한 CIGS 박막 태양광 서브모듈 개발과제(금호

전기)도 착수된 바 있다. 그러나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질 실리

콘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어 상용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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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스위스의 Gratzel 교수가 보유한 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염료감응 태양전지 분야는 소재 및 부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고신뢰성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상용화 기술도 개발(동진세미켐) 중

이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양산하는 업체는 아직 없으나,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기관 및 업체가 속속 시장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설계기술의 국산화율 및 기술수준은 높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진쎄미켐, 이건창호, 상보 등의 기업들이 상용화개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BIPV 또는 틈새시장(Niche Market)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듈(Sub 모듈 포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획기적인 효율향상을 보이고 있는 

Perovskite 태양전지 분야는 주로 원천기술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화학연구

원은 최근 17.9%의 효율을 발표함으로서 역시, IEA PVPS에 세계 최고 효율 기관으로 등

재된 바 있다.

유기 박막 태양전지는 3세대 태양전지의 대표 주자로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고, 국가 전략과제로서 고안정성 폴리머 태양전지 모듈제조 기술 개발 과

제(코오롱인더스티리)와 유기 단분자 태양전지 서브모듈 제조 기술 개발 과제(LG화학)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화학연구원도 2011년 7.35%의 신규 광활성 소재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4. 국내외 산업 현황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가 계속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85~90%), 가치사슬

별 생산 현황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 현황과 유사한 형태로서, 아시아, 미국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초과 공급과 가격 하락의 여파로 인해 일부 업체가 여전히 

구조 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태양광산업 현황>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고 있어 많은 변화

가 생기고 있는 중이며(2011년 1월, 70∼80USD/㎏ → 2012년 1월, 30∼35 USD/㎏ → 

2012년 12월, 15∼20USD/㎏ → 2014년 4월, 20USD/㎏),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

거나 증설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말 현재 중국 71,000ton (세계시장의 

30%), 미국 48,500ton, 한국 40,000ton 등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웨이퍼) 2011년 다수 기업이 구조 조정 및 철수하였고, 2012년 들어 웨이퍼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였으며, 잉곳 기업이 웨이퍼까지 함께 생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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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2012년말 현재 중국 28GW, 한국 1.8GW, 일본 800MW 등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셀) 세계 셀 생산량은 28.4GW이며, 중국이 21 GW로 최대 생산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생산능력 2GW/yr 이상의 중국 기업들에는 잉리그린에너지, JA솔라, 썬텍파워, 트

리나솔라 등이 있다.

(모듈) 중국이 23GW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일

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에서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대만의 모듈 생산량이 급증한 바 있다. [그림 3-114]에 국가별 셀과 

모듈의 생산 비중을 표시하였다.

 

[그림 3-114] 2012년 국가별 태양광 셀(좌) 및 모듈(우) 생산 비중
출처: IEA PVPS(2013.10), Trends 2013

<국내 태양광산업 현황>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13년 설치량 445MW (누적 1,469MW)로 세계 시장 대비 매

우 작은 규모이나,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폴리실리콘부터 시스템까지 

GW 규모의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기술 장벽이 높은 Upstream 산업으로부터 기

술 장벽이 낮은 Downstream 산업 분야로 수직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말 현재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산업 약 6.5조원의 매출액 중 4조원을 태양광 분야

가 담당하였으며, <표 3-8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체수, 고용인원, 수출액 등에서도 태

양광 분야가 신 ․ 재생에너지원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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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0> 신 ․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분야 산업 통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체수
(개)

신 ․ 재생전체 134 187 209 225 200

태양광(%) 54 (40%) 79 (42%) 92 (44%) 99 (44%) 83 (42%)

고용인원
(명)

신 ․ 재생전체 6,496 10,000 13,149 14,563 11,836

태양광(%) 3,650 (56%) 6,285 (63%) 8,906 (68%) 10,660 (73%) 8,302 (70%)

매출액
(십억원)

신 ․ 재생전체 3,268 4,463 7,663 9,357 6,467

태양광(%) 1,577 (48%) 2,719 (61%) 5,859 (76%) 7,420 (79%) 4,208 (65%)

수출액
(Mil. $)

신 ․ 재생전체 1,706 2,131 3,929 4,770 2,523

태양광(%) 860 (51%) 1,561 (73%) 3,506 (89%) 4,259 (89%) 1,968 (78%)

출처: 신 ․ 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renewableenergy.or.kr

2011년 태양광 가치사슬 전 분야에 걸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되

거나 신규투자의 보류를 결정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

기술의 기반을 잘 활용하고 보다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창출하며 합작 법인 설립 등의 전략

을 채택하면서 시장 회복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황 속에서도 세계 설치용량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신흥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시장의 경기 회복과 함께 국내 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기업

의 2013년 생산용량은 폴리실리콘 53,000ton, 웨이퍼 2,420MW, 셀 1,580MW, 모듈 

2,783MW로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가 예측되며, 특히 폴리실리콘의 경우, 한화케미칼

의 증설이 발표되어 70,000ton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15 참조].

[그림 3-115] 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생산 용량
출처: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4. 3.), 태양광산업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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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아래 <표 3-81>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폴리실리콘 17.3%, 웨이퍼 4.9%, 셀 3.0%, 모듈 5.4%로서 계속 증가 추세이나, 

폴리실리콘 대비 셀 및 모듈 분야의 점유율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표 3-81> 태양광 가치사슬별 세계 시장 점유율 현황 및 목표

구분 2009년 실적* 2012년 실적 2015년 목표*

폴리실리콘 14.4% 17.3% 18.0%

잉곳/웨이퍼 7.1% 4.9% 12.0%

셀 4.1% 3.0% 15.0%

모듈 4.2% 5.4% 15.0%

출처: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2010. 10)

한편,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기존의 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전략을 수정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 시공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의 형태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래 [그림 

3-116]은 대형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례

를 보여 주는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

으로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으로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기회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그림 3-116] 대형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사례
출처: 한국태양광산업협회(2014.3), 태양광산업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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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결정질

Yingli Solar(中) ∙ `12년말 2.45GW 규모 양산 캐파 확보
∙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Trina Solar(中) ∙ `12년에 2.4GW(셀/모듈) 규모 양산 캐파 확보
∙ 웨이퍼 1.7GW 규모 양산 캐파 확보 

Canadian 
Solar(中)

∙ `11년 하반기에 2.05GW 규모 양산 캐파 확보
∙ `12년 5월에 p-type 단결정 셀에서 21.1% 효율 달성

Sunpower(美) ∙ `12년말 1.2GW 규모 양산 캐파 확보
∙ `12년말까지 모듈 단가 $1.10/W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중

박막

실리콘
박막

Mitsubishi Heavy 
Industry (日)

∙ Cluster 형태의 PECVD를 이용하여 5세대 유리 기판에 단일접합 
a-Si:H 모듈 상용화(a-Si/μc-Si 하이브리드 모듈) 기술 개발 중

∙ VHF PECVD 기술개발을 통한 µc-Si 고속증착 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며, 5세대급의 대면적 양산 공정개발 진행 중

∙ 2007년부터 40MW급 탠덤 양산라인을 구축하고 총 생산량을 
120MW까지 증설할 계획을 최근 발표

CdTe

First Solar(美) ∙ `11년의 2.4GW에서 독일 공장(528MW 규모) 폐쇄로 `12년말 
1.7GW 규모 양산 캐파 확보

CIGS

Solar Frontier(日) ∙ 20MW 급의 양산 성공, 2009년까지 60 W급의 추가 양산라인을 구
축하고 있으며 최근 2011년에GW급의 생산라인 구축 계획 발표

Wurth Solar(獨)
∙ 진공증발법을 이용하여 CIGSe 박막을 증착하며, 하향식 선형 증발

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 연간 15MW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보유, 2009년 100MW 생산라인

을 추가건설 예정

Solibro(獨)
∙ 동시진공증발법을 이용하여 CIGSe 미니모듈 16.6%, 모듈 효율 

11.4% 달성
∙ Q-cells의 지분투자로 30MW 라인 증설 중이며, 향후 100MW라인 

구축 예정

Global Solar(美) ∙ SUS 기판을 적용한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R2R 공정 적용)
∙ 주요 Application : BIPV나 Roof-top 및 휴대용 등

염료
감응형

G24i(英) ∙ 5MW 규모 Flexible DSC 태양전지 시험양산 진행 중(R2R 방식)
∙ 모토롤라 휴대폰 충전전원을 위한 보조전원 채택 및 판매 중(효율 2

∼3%)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사업 영역>

아래 <표 3-82>와 <표 3-83>에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이들의 사업 영역을 정리하였다.

<표 3-82> 국외 태양광 관련 주요 기업 및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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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결정질

한화
∙ 해외에 있는 한화솔라원 및 한화큐셀 위주로 수직계열화 완료
∙ 한화케미칼에서 폴리실리콘 사업 추진 중
∙ 한화케미칼에서 EWT-PERL 구조의 고효율 셀 개발 중
∙ 한화솔라에너지에서 EPC(발전사업) 추진 중

OCI ∙ `12년말 현재 42,000톤 규모의 양산 캐파 구축
∙ OCI 솔라파워에서 CPS Energy Project 수행 중(텍사스 샌안토니오에 

400MW 규모)

현대중공업 ∙ 600MW 규모 양산 캐파 구축

LG전자 ∙ 330MW 규모 양산 캐파 구축, 일본 수출에 주력 중

LS산전
∙ 100MW 규모 양산 캐파 구축, 수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해

외 수출 중
∙ 국내 합천댐에 수상태양광 실증(수자원공사와 협조)

S-Energy ∙ 350MW 규모 양산 캐파 구축, Utility(발전사업) 산업 육성 중
∙ 세계적인 태양광산업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흑자경영 중

신성솔라에너지 ∙ 350MW 규모 양산 캐파 구축, Utility(발전사업) 산업 육성 중

박막

실리콘
박막

LG전자 ∙ a-Si 박막 태양전지에서 국내 최초로 NREL 공인 세계 최고 효율 달성
(셀 효율 13.4%)

CIGS

LG이노텍 ∙ 국가 R&D 과제 성공 완료, 동시증발법을 이용한 CIGS 박막 태양광 모
듈 상용화 기술 국내 최초 개발

삼성SDI
∙ 국가 R&D 수행 중, 스퍼터링 방식을 이용한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 

중, 30*30cm2 크기 Sub-module에서 Cd-free 전지 효율 17.6%의 
비공인 세계 최고 기록 경신

구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Dyesol(호주)
∙ DSC소재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술 축적 및 판매 경험
∙ 2012년 1.2x0.6 m2 시제품 모듈 생산으로 BIPV 시장에 진출 시도 

중이며, 영국, 미국의 철강/유리 회사들과 합작사업 모색 중 

유기
박막

Mitsubishi
Chemical(日)

∙ 2015년부터 본격적 양산 계획 수립
∙ 기존 유기 태양전지 모듈 대비 활성면적을 대폭 향상시킨 고집적 유

기 태양전지 모듈 개발(레이저 기술 적용)

Heliatek(獨)
∙ 저분자 진공방식에 의한 유기 태양전지 시제품 생산 중, 2013년 들

어 2층 탠덤구조에서 12.1% (@1.1cm2)의 세계 최고효율 발표
∙ 2012년 R2R 방식의 Pilot 라인 설치 및 운용(1400만 유로 투자), 

2015년 상업 생산 목표

<표 3-83> 국내 태양광 관련 주요 기업 및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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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금호전기 ∙ 국가 R&D 수행 중, 비진공방식을 적용한 Flexible CIGS 박막 태양전
지 개발 중

염료
감응형

동진쎄미켐 ∙ 국가 R&D 수행 중, DSC 박막 태양전지 개발완료 후,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 상용화 R&D 수행 중(2단계 사업)

상보 ∙ 국가 R&D 수행 중, SUS 기판을 이용한 Flexible DSC 박막 태양전지 
개발 중(R2R 방식 적용)

유기
박막

코오롱
인더스트리 ∙ 국가 R&D 수행 중, R2R방식(고분자 재료 사용)을 적용한 Flexible 유

기 박막 태양전지 개발 중

LG화학 ∙ 국가 R&D 수행 중, 저분자를 이용한 유기박막 태양전지 개발 중

5. 국내외 보급현황

[그림 3-117]과 [그림 3-118]은 전 세계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도 보급을 주도했던 스페인 시장은 경제위기 이후 위축되었으나 중국, 일본뿐만 아

니라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권의 보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117]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시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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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국가별 태양광 수요 점유율

2011년 세계 태양광시장의 75%를 차지했던 유럽시장은 2013년 28%로 급격히 퇴조하

였다.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

국,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의 비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던 대규모 태양광발전(Utility) 시장은 2015년 이후 점

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정용 및 상업용에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및 동남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Prosumer)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3-119]를 보면 2030년에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3-119] 세계 대형 태양광 설치량과 소형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291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미국의 경우, 2010~2011년 기간 동안 태양광시스템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

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는 2011년 미국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실적을 1,855 MW

로 집계하였다. 2010년 설치량이 887MW 인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109%가 증가한 것

이며, 이는 세계 시장의 7%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주별로 확산되고 있으

나 아직 몇 개의 주요 주만이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주별 시장분포를 살펴보

면, 2004~2005 년에는 미국 전체 태양광 보급량의 80%를 차지했던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전체보급량의 30%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의 약진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

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주는 재생에너지에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들로

서, 두주가 각각 서부와 동부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다. 연간 50MW 이상을 보급한 주는 

2009년에는 단 2개의 주에 불과했으나 2011년이 되자 8개 주로 늘었다. 캘리포니아와 뉴

저지 이외에도 펜실베니아,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이 보급량을 늘여가고 있다. 분야

별로 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 태양광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 온 중형 규

모 상업용 시스템 보급도 확대됐지만 유틸리티 시장이 2011년 하반기 빠르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붕형 시스템은 2011년에 전년 대비 11%가 늘어 297MW 설치되었다. 또한 대

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수도 크게 늘어났다. 10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2009년 2개에서 2011년 28개로 늘어났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2012년도 태양광 시스

템 설치 전망을 2.5GW에서 2.8GW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많은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이 파

이낸싱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절반이 남

서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건설되었으며, 발전사들의 RPS60)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시

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개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금공제 및 Net 

metering 제도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보다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가 있어서 미국 태양광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

다. 미국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리스금융 활성화에 따른 제3

자 소유의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전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전기가격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주도의 유럽 태양광 시장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며 2011년에도 유럽시장의 

놀라운 성장을 불러왔다. 전체 보급량의 80%를 담당한 유럽시장 성장의 성과는 몇 개 주요

국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재정위기 환경에서도 정책결정자들이 지속적으로 태양광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보내준 독일의 힘이 강력했다. 이러한 보급 확

대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은 유럽에서 가스 풍력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

60)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일정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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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까지 유럽 내 10년간의 태양광 누적설비는 50GW가 되는데 이는 가스화력, 풍

력설비 다음의 규모다. 이탈리아는 지난 몇 년간의 놀라운 실적 덕분에 이탈리아 피크부하

전력의 11%를 태양광이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11년 독일에서 즉시 폐쇄된 

원전 8기분의 전력량을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생산량이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도 신규 설치된 가스발전소의 전력량과 태양광의 전력량이 같았다는 것이다. 2011

년 말까지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소를 기준으로, 태양광은 유럽 전체 전력 수용의 약 2%를 

차지한다. 2010년 1.15%에서 1년 동안 1%가 올랐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에서 2011

년 기준으로 전력수용의 5.39%, 독일에서는 4%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은 대부분

의 유럽 국가들에서 피크부하를 담당하는 주요 전원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한낮 피

크전력이 유럽 전력 수용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태양광은 유럽 피크 전력의 

수용의 4%를 담당하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성과가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달성되

었다는 점이다. 2013년 독일 태양광 설치량은 3.3GW로 추정되며, 태양광 설치량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2015년에도 2014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만 이중 수요의 대부분을 가정용 수요가 차지할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럽시장으로 영국을 들 수 있으며, 2013년 1GW 설치에 이어 2014년에도 1GW 이상 신

규 설치가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 태양광 시장은 2013년 604MW로 전년대비 42% 감소하

였으나, 2014년 950~1,050MW가 설치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

에서는 풍부한 일사량이라는 천례의 조언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더해져 다양한 프로젝트

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이미 FiT 시행계획을 발

표했다. 태국은 FiT의 하나로 볼 수 있는 Adder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에서는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이 소규모 FiT를 작동시키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미 FiT를 시

행중인 이스라엘 이외에도 오일머니로 무장한 산유국들도 다양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도서지역 분산전원의 필

요성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태국은 현재까지 누적설치량이 

379MW에 달하며, 2014년까지 설치 목표량은 800MW이나 정치적 소요 사태로 불확실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2013년 50M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지 않으나, 태

양광 발전단가 하락으로 도서지역 분산전원용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중남미는 

2015년 이후 태양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유망지역으로 중남미를 꼽을 수 있으며, 유망

시장으로 브라질, 칠레, 멕시코를 꼽을 수 있다. 브라질 태양광 설치량은 2013년 23MW에 



293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불과했으나, 2014년 130MW, 2015년 800MW로 증가할 전망이다. 칠레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2013년 태양광 설치량이 23MW에 불과했으나, 2014년 

300MW, 2015년 900MW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 태양광시장도 풍부한 일사량과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태양광 

시장은 2013년 100MW, 2014년 132MW, 2014년 184MW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는 국내 태양광 보급에 큰 기여를 한 제

도로서, 태양광 설치량은 FiT 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시적

인 FiT 제도로 인해 2008년을 정점으로 국내 태양광설치는 FIT가 종료되는 2011년까지 지

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가 국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종래의 2016년까지의 

1.2GW 보급 목표를 1.5GW로 확대하고 기간도 단축(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단축)

하는 등 정부의 지원정책도 견고한 상황이다. 2012년에 295MW가 신규로 설치되면서 국

내 태양광산업은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1GW를 처음 돌파하였다. 2013년에는 약 530MW

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480M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신 ․ 재
생에너지 4차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보급량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의 선루프 벨트 조성, 햇살가득 홈, 태양광 렌탈사업 등의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금 태

양광 보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 [그림 3-120]은 연도별 국내 태양광 보급

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0] 연도별 국내 태양광 보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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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무한정하면서도 청정한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은 석유자원의 

고갈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이미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최선의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

근의 일시적인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경기위축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태양광발전 산

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장차 국내의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가올 시장 확대기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나가고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함께 국

내에서의 태양광발전 보급도 보다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차별

화된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술개발에 의한 결정질 실리콘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향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간의 연구개발 투자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고효율 초저가 태양광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

발에 투자하고 있다. 태양광 국내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만큼 내수시장의 확보 또한 간과해

서는 안 될 과제이다. 내수 시장의 확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

지 자립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일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태양광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건

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4대강 유역의 수상(변)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 국내 실정에 맞

는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범부처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태양광에너지

의 생산 및 사용자(프로슈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도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있어 최근 논의 중인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

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다. 태양광발전 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친환경 전기 에너지원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보급 확대는 결

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

세대 태양광 기술을 확보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산업 및 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 용량 확

보, 관련 산업의 수직계열화,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

하는 방법 또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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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백 남 춘

제5절  태양열

1. 개요

태양열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일사)광선을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해

서 직접이용하거나 저장했다가 필요시 이용하는 방법과,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 

발전 장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태양 복사에너지를 열에

너지로 변환해서 사용되고 있다.

가. 일사광선

지표면에 도달되는 태양복사에너지는 저밀도의 에너지(최대 1,100W/㎡ 이하)로 주간에

만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가 크다. 지표면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는 [그림 

3-121]과 같은 파장대별 분포를 가지며, 우리가 주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파장대는 가시

광선(visible) 대이다.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되는 복사광선은 [그림 3-122]와 같이 크게 직달 일사와 확

산 일사 2가지로 구분된다. 직달 일사는 태양으로부터 구름이나 먼지 등에 산란이나 굴절되

지 않고 지표면에 직접 도달되는 복사광선으로 임의의 면에 도달되는 이들 광선의 입사각도

는 동일하다. 그러나 확산 일사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도중에 구름이나 먼지 등에 산

란/확산되어 지표면에 도달되는 복사광선으로 임의의 면에 도달되는 이들 광선의 입사각도

는 제각각 다르다. 일부 복사광선은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고온을 얻기 위해서 집광하는 경우에는 확산 일사는 집광할 수가 없으며, 직달

일사만이 집광이 가능하게 된다. 지표면에 도달되는 전체 일사량 중 직달 일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날씨가 청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이 많거나 오염이 심한 지

역의 일사는 대부분 확산 일사이다.

태양열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직접이

용하거나 저장했다가 필요시 이용하는 방법과,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 발전 장치

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되고 있다.



296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그림 3-121] 일사광선의 파장 분포

[그림 3-122] 지표면 도달 일사광선의 형태

나. 태양열 시스템 종류

태양열시스템은 크게 설비형 태양열시스템과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자연

형 태양열시스템은 태양열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을 이동시키는 펌프나 휀(fan)과 같은 구동

장치가 없는 태양열 시스템을 의미하며, 설비형 태양열시스템은 태양열에 의해서 얻어진 열

에너지를 펌프나 휀과 같은 이송장치에 의해서 축열 또는 이용부로 이동되는 시스템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열시스템이라 하면 후자를 의미한다.

설비형 태양열시스템은 [그림 3-123]과 같이 태양열 집열기나 집광장치를 이용하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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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변환된 열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거나 별도의 축열장치

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필요한 온도에 따라서 집열기(집열장치)는 

평판형, 진공관형 및 집광장치(구유형(PTC), Dish형, 타워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용

도에 따라서 냉난방 및 온수급탕용, 산업공정열, 발전용 등으로 구분된다.

태양열시스템은 열매체의 구동장치(펌프나 휀) 유무에 따라서 설비형 태양열시스템

(active solar system)과 자연형 태양열시스템(passive solar system)으로 구분된다. 자

연형 태양열시스템은 태양열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을 이동시키는 펌프나 휀(fan)과 같은 구

동장치가 없는 태양열 시스템을 의미하며, 설비형 태양열시스템은 태양열에 의해서 얻어진 

열에너지를 펌프나 휀과 같은 이송장치에 의해서 축열 또는 이용부로 이동되는 시스템을 의

미한다.

[그림 3-123]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온수급탕 용의 한 예)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은 주로 건물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집열 및 축열해서 이용

하는 방법으로 직접획득방식과 간접획득방식이 있으며, 트럼월(Trombe wall), 온실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80년대부터 주택, 우체국사, 학교 등에 시범 적용되어 왔으며, 건물에 직

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3-124]에 건물의 남측면 유리 내부에 축열벽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3가지 형태의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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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획득방식 (B) 간접획득방식

[그림 3-124]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예

한편 설비형 태양열시스템은 태양열 집열기를 이용하여 태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변환된 열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거나 별도의 축열장치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사

용하는 시스템이다. 보통 태양열 집열기를 사용하는 태양열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되며, 최

근에 온수급탕용이나 난방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태양열시스템이 바로 설비형 태양열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림 3-123]에 있는 바와 같이 태양열을 집열하는 집열기, 

집열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축열조, 태양열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열을 공급하는 보조열원

장치(보일러), 이용부와 이를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한편 태양열을 고온으로 집광하여 발전을 하는 시스템의 한 예를 [그림 3-125]에 나타내

었다. 이 시스템은 태양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하는 집광장치와 집광된 고밀도의 일사에

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흡수부,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기로 구성된다. 

[그림 3-125] Dish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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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구성요소

■ 태양열 집열기

태양 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집열기이다. 태양열 집열기는 집열온도

에 따라서 <표 3-84>에 있는 바와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었다. 집열온도는 집열기의 열손실

율의 크고 작음과 집광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집열기의 열 성능에서 언급할 열

손실 계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집광비가 클수록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 집열기이다.

저온용 집열기는 태양광선을 집광하는 장치 없이 집열을 하는 집열기로, 평판형집열기와 

진공관형 집열기가 그 대표적인 집열기이다. 이중에서 진공관형 집열기는 유리관 내부를 진

공으로 만들어 열손실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비 집광형 집열기 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온도를 집열하는 데 효과적이다. 중온용 및 고온용 집열기는 집광장치가 있어서 일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집열하는 집열기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대체적으로 집광비에 따라 집열

온도가 달라진다. 즉 집광비가 큰 것일수록 집열온도가 높은 집열기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집열기의 형상을 [그림 3-126]에 나타내었다.

<표 3-84> 태양열 집열기 분류

구  분 저온용 중 ․ 저온용 중온용 고온용

활용온도 90℃이하 150℃ 이하 300℃이하 300℃이상

집열기 평판형 집열기
진공관형(단일 및 

이중) 집열기
CPC형 집열기

PTC형 집열기
Dish형 집열기
Power Tower

태양로

[그림 3-126] 태양열 집열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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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열기의 열성능은 일반적으로 실험적으로 구해지며 [그림 3-127]과 같이 표시된다. 이 

그림에는 2개의 서로다른 집열기 성능곡선을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성능곡선은 다음과 같

은 효율식으로도 표시된다.

  o GT
Ti Ta

여기서 o 과 은 각각 [그림 3-127]의 성능곡선에서 y축과의 교점과 곡선의 기울기

로서 열손실이 없을 때의 집열효율(집열기의 최고 효율)과 집열기의 열손실 계수를 의미하

며, 집열기의 열성능 시험을 통해 구해진다. GT는 집열면에 떨어지는 일사강도, Ti 와 Ta 는 

각각 집열기로 들어가는 열매체의 온도와 출구온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o은 집열기의 투과 

흡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며, 은 집열기의 열손실율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집열

기 성능은 o값은 클수록, 그리고 는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집열기이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집열기라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집열기는 투과체와 흡

수판의 흡수율 및 열손실율이 집열기의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7]에 있는 2개의 집열기 각각을 효율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단부 성능곡선 :    GT
TiTa

하 단부 성능곡선 :    GT
TiTa

[그림 3-127] 집열기의 집열성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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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이후부터는 상기에 언급한 태양열 집열기의 성능표시는 ISO와 같이 다음과 같

은 이차 방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aGT
Tm Ta

 a GT
Tm Ta 



여기서 Tm 은 집열기 입출구 열매체의 평균 온도를 의미한다.

■ 축열조

태양열 축열조는 집열기에서 집열된 태양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기 위

해 필요한 열 저장장치이다. 태양열시스템에서 축열은 집열되는 시점과 사용시점이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태양열 축열은 현열축열과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잠열축열에 의

한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저온용으로는 물의 온도를 올려서 축열하는 현열축열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림 3-128]에 주택용 태양열 축열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었다. 태양열 

집열 열교환기의 축열조 내부에 삽입 여부, 온수열교환기 또는 온수탱크를 난방 축열조 내

부에 삽입 여부에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태양열 축열조는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를 높여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축열조이며, 온도가 높은 물이 축열조 

상단부에,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은 하단부에 위치하도록 하는 온도 성층화 장치가 있다. 주

택용 태양열 축열조는 최근 폄프, 열교환기, 각종 악세서리 등이 축열조와 함께 컴팩트화시

켜서 설치가 간편하고 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제작형 컴팩트형 축열시

스템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참고로 [그림 3-128]의 하단부에 있는 것들이 유럽에서 개

발된 컴팩트형 축열조 제품들이다.

[그림 3-128] 소규모 용량의 가정용 태양열 축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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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시스템 구성

태양열 시스템은 크게 집열기, 축열조와 같은 주요 컴포넌트의 기술과 시스템 설계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태양열 시스템은 열부하 조건과 동파방지, 과열방지 등 

시스템 보호기능이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절기 혹한기가 있

는 지역에서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부동액을 집열매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동배수 

방식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전형적인 태양열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온수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패키지화된 하나의 제품으로 현장에서 간단히 설치

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를 의미한다. 이 제품은 국내에 약 18만대 이상이 

보급된 제품이다.

태양열 온수기는 [그림 3-129]에 있는 바와 같이 태양열 집열판과 축열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축열조 내부에 열교환기가 내장되어 있다. 이 온수기는 집열판에서 가열된 집열매체

(부동액)가 집열기와 축열조 내부의 열교환기간에 자연순환에 의해서 순환되면서 축열조 내

부의 물을 가열시킨다. 즉 집열기에서 가열된 열매체는 밀도가 낮아져 상단부인 축열조 내

부(열교환기나 2중탱크 사이)로 올라가서 온수탱크 내부의 온수를 가열하고 다시 온도가 낮

아져서 집열기 하단부로 들어가서 집열기에서 다시 가열되면서 상단부로 올라가게 된다.

(A) 태양열 온수기 사진 (B) 태양열 온수기 시스템 도

[그림 3-129]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2) 태양열 난방 및 급탕 시스템

태양열난방시스템은 [그림 3-130]에 있는 바와 같이 온수급탕시스템([그림 3-123] 참

조)과 집열부는 동일하다. 단지 축열조로부터 난방부로 공급되는 것과 보조 보일러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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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약간 다르다. 소형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 단순화를 위해서 집열 열교환기를 축열조 

내부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지(타운) 차원에서 각각의 건물 및 주택에 설치된 태

양열시스템을 [그림 3-131]과 같이 하나로 연계해서 대규모 용량의 계간축열 장치와 연계

된 불록히팅 시스템도 유럽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계간축열장치는 하절기에 남는 태양

열을 저장하였다가 부족한 동절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뒤에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다.

[그림 3-130] 전형적인 태양열 난방 시스템

[그림 3-131] 계간 축열조가 있는 태양열 블럭히팅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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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열 냉방시스템

태양열 냉방은 난방 및 온수부하가 적은 하절기에 일사량이 많은 태양열을 냉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냉방은 기존의 냉방시스

템 중 열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을 태양열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태양열을 높은 온도로 집

열하고 축열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온도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태양열 구동 냉동기이다.

지금까지 태양열 냉방기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LiBr/물 과 같은 작동매체를 활용하는 1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

- 액체 및 고체 흡수제를 활용한 제습냉방 시스템

- 제오라이트, 실리카겔과 같은 고체 흡착제를 활용한 흡착식 냉방시스템

상기 냉방장치는 이미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것을 태양열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1중 2중 겸용 흡수식 냉동기도 연

구된 바가 있다. 이 냉동기는 태양열로 구동될 때는 성능이 낮으나 작동온도가 낮은 1중효

용으로 작동되고, 보조열원으로 작동될 때는 작동온도도 높고 효율이 높은 2중 효용으로 작

동된다.

(4) 태양열 산업공정열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열(온수 및 스팀)을 태양열시스템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다양하며, 하절기에도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태양열 

산업공정 열 시스템을 위해서 현재 중고온용 집열기와 중고온 축열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현

재 상용화된 중고온용 분야(산업공정열 및 태양열 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집열장치는 태양추

적 기능이 있고 선집광이 되는 구유형(PTC) 집열기(그림 3-132 참조)가 주로 사용된다.

(5) 태양열 발전 시스템

태양열로 고온을 집열하여 스터링엔진이나 터빈을 구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림 3-132]에 여러 가지 형태의 태양열 발전시스템 나타내었다. 각 발전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표 3-85>에 요약하였다. [그림 3-133]은 타워형의 태양열 발전 방식의 시

스템 개요도를 참고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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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태양열 발전시스템 종류

<표 3-85> 태양열 발전방식 요약

종류 구유형 타워형 접시형

특징

- 50㎿ 이상 급 대규모 상업 
발전

- 기술개발 포화, 보급 단계
- ~12%효율, ~29% 가동율 

(열저장)

- 0.1~20㎿급 다양한 형식 
발전

- 기술개발 진행, 일부 상용화
- ~16%효율, ~60% 가동율 

(열저장)

- ~25㎾급 Stirling 발전
- 개발완료, 상용화 추진
- ~30%효율, ~22% 가동율

(열저장 불가능)

[그림 3-133]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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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장동향

가. 국내시장

■ 태양열 집열기

현재까지 국내에 신 ․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은 태양열 집열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

류이다.

- 평판형 집열기

- 단일 진공관형 집열기

- 이중 진공관형 집열기

대체적으로 평판형 집열기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진공관형 집열

기가 차지하고 있다. 

평판형 집열기는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집열기이다. 단일진공관형 집열기 일부

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중진공관형 집열기는 대부분 

중국에서 완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가 국내에서 진공관을 제외한 특정 부품을 자체생

산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중진공관형 집열기의 이중진공관 자체는 현재 중국에

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우

리나라도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중진공관 집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이중진공관형 태양열온수기가 수입되

어 과대 홍보를 통해 농촌 주택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가 실시된 이후 집열기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향상

되고는 있으나 국내의 시장규모가 적어 업체의 생산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기

반이 선진외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태양열 시스템

○ 태양열 온수기 :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태양열 시장을 차지하는 있는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및 온수급탕시

스템(이하 태양열온수기라 함)은 ʼ90년대 초 보급이 확대되면서 1997년까지 18만여 대가 

보급되었다. 이 당시 국내 태양열 시장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컸으며 현재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단순히 저리융자 지원에 의한 보급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심야전기온

수기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업계의 도산과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하

락 등으로 보급이 거의 중단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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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증된 설비에 한해 정부의 보급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태양열 온수기

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10월부터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재개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시스템에 비해 자연순

환식 온수기의 지원금이 적어 보급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 

현재 국내 태양열 시장은 주로 지역지원사업,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 등

에 의해 연중 태양열 활용효과가 좋은 중대규모 온수급탕용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이 형성되

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급되는 분야는 복지시설, 수영장, 목욕탕, 학교 식당 및 온수급탕,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시설 등이다. 많지는 않지만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 시

설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 태양열 주택 : 

2007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난방 및 급탕 겸용의 주택용 태양열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다. 주택에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스템은 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하가 

주로 동절기에 치중되어 있어 부하가 거의 없는 하절기 태양열 적용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로 인한 하절기 과열문제와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이 분야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 기타 태양열시스템 : 

- ʼ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태양열 냉난방시스템도 시범적용을 통해서 보급

되고 있다. 태양열 냉방은 1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하는 흡수식 태양열 냉방시

스템이다.

- 태양열로부터 고온의 스팀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해외 수출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100kW급 태양열 발전시스

템이 대구에 설치되어 시험운전 중에 있다.

- 이 외에도 PTC 집광장치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최근에 연구목적으

로 시범설치 된 바 있다. 

나. 세계 시장

■ 신 ․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 비중

태양열 시장은 신 ․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는 비교적 빠른 ʼ70년대 말부터 조성되었다. 

2012년도 말 현재 작동되고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총 용량은 [그림 3-134]와 같다. 보

급된 용량 측면에서 보면 풍력발전과 비슷하나 기타 신 ․ 재생에너지원에 비해서 월등이 많

은 330GW 정도이다. 생산량측면에서도 풍력 다음으로 많은 281TWhth로 기타 신 ․ 재생에

너지원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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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현황

태양열 시장을 용도별로 보면 [그림 3-135]에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주택의 온수급탕

용(단독 및 다세대 주택)과 수영장용이며, 유럽의 일부 국가(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아주 적은 양의 난방/급탕 겸용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택별로 적용

하는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스템의 단점인 계절별 큰 부하 격차로 인한 문제점, 즉 일사량이 

적은 동절기에 부하가 많고 일사량이 적은 하절기에는 부하가 거의 없어 태양열 이용효과가 

저하되고 또한 하절기 과열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간축열

(seasonal thermal storage) 시스템이 있는 대규모 용량의 태양열 블록히팅 및 태양열지

역난방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태양열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태양열 발전은 2014년 기준 3.6GW가 보급되었으며 (출처 : www.solarpaces.org 

- IEA/SolarPACES), 미국,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3년 현재 800MW 용량의 태양열 발

전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건설 중인 것이 1,000MW, 개발 중인 것이 4,000M

W가 된다. 스페인은 2007년 이후 50개 플랜트로 총 2,300MW 용량이 설치되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로부터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유럽으로 전송

하는 DESERTEC 프로젝트가 계획중에 있으며 2050년까지 유럽 전력 수요의 15%를 충당

할 계획이다. ETP BLUE Map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630GW가 설치되어 연간 2,2

00TWh의 전력(총 전력생산량의 5%)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가별 현황

태양열시스템 보급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표 3-86>에 있는 바와 같다. 태양열시스템이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는 중국, 미국, 터키, 독일,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위스 순이다. 2006년 이후에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의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신

축건물의 열부하, 또는 급탕부하의 일정부분을 신 ․ 재생 히팅 시스템이나 태양열로 공급해야 

하는 신 ․ 재생 히팅 의무화 정책에 힘입어 태양열 보급이 급격히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한해에 새로 설치된 집열기 면적을 국가별로 보면 <표 3-87>과 같이, 총 68백만

㎡ 가 설치되었다. 이중에서 주요 국가별로 보면 [그림 3-136]과 같다. 중국이 전 세계 시

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 인도, 브라질,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계 태양열 시장을 각 지역별로 보면 [그림 3-137]에 있는 

바와 같다. 역시 중국의 성장률이 돋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의 성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최대 34%, 최소 9%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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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2013년 말 현재 작동 중에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용량 및 연간 생산량
출처: Solar heat Wordwide (2014 edition)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그림 3-135] 2012년도 말 현재 작동 중에 있는 액체식태양열 집열기의 용도별 분포
출처: Solar heat Wordwide (2014 edition)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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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6> 2011년 말 현재 주요 국가에서 작동되고 있는 태양열시스템 총용량(2014년 통계자료)

출처: Solar heat Wordwide (2014 edition)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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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7> 2011년도에 국가별로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 면적(2014년도 통계자료)

출처: Solar heat Wordwide (2014 edition)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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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2011년도에 주요국가에서 신규로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
출처: Solar heat Wordwide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그림 3-137] 연도별 태양열 설치면적 및 시장 증가율
출처: Solar heat Wordwide : Market & Contribution to the Energy Supply 2012

특히 덴마크의 경우 대규모 용량의 태양열 시스템이 지역난방용으로 보급되고 있다. [그

림 3-138]은 2013년 7월 현재 덴마크의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보급 및 계획된 현황이다. 

덴마크는 태양열 지역난방 보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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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덴마크의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보급 및 계획 현황

출처 : Solar District Heating – Why so Successful in Denmark 2013, by Jan Erik Nielsen

3. 기술개발 현황

가. 선진국 현황

■ 태양열 집열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양열 집열기는 평판형, 단일진공관형 및 이중진공관형 집열기가 

주로 상용화되었다. 이 중에서 이중진공관형 집열기는 중국에서만 독점 생산되고 있으며 평

판형집열기는 태양열 산업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외에

도 일사량이 좋은 청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의 열을 생산(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나 냉난

방 및 온수급탕용, 산업공정열 등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PTC 집광장치가 상용화 되었다. 

최근에는 집열기 분야에서는 주로 집열기의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중온을 효율

적으로 얻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진공평판형 집열기 개발

- 집열기를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 제조공정 및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한 폴리머 집열기 

개발

- 발전과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PV와 집열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양광-태양열 

복합기(PV-Thermal : PVT) 개발

- 집열기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외장재용 태양열 집열장치 개발 : 

Facade 일체형 집열장치, 지붕일체형 집열장치→ [그림 3-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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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전후의 중온을 효율적으로 얻어서 태양열 냉방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온용 태양열 집열기 개발 

[그림 3-139] 건물 외자재형(Facade 및 지붕일체형) 집열장치가 설치된 건물 사례

이 중에서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지는 폴리머 집열기는 EU의 여러 연구기관 및 대학, 그

리고 폴리머 업체가 참여하여 수년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동

(Cu)이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집열기는 원자재 값이 고가인데다 가격 상승률이 높아 태

양열 집열기 단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주거용 태양열시스템

2013년말 현재 태양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 태양열시스템은 설치

가 용이하면서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컴팩트화 및 패키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 태양열 축열조를 포함한 펌프, 열교환기, 밸브류는 물론 보조열

원인 가스버너나 전기 히터까지도 축열조에 내장시킨 제품(이것을 solar comb-system이

라고 함)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히트펌프와 연계된 컴팩트형 태양열시스템(여기서 

히트펌프는 태양열의 백업용 임)도 주택의 난방 및 급탕용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 태양열 블록히팅/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

과거에는 태양열시스템을 주로 각각의 건물에 설치하여 건물별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계절별 부하 크기와는 반대로 부하가 없거나 아주 적은 하절기

에 오히려 일사량이 많아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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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관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 및 

보급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이 태양열 블록히팅시스템과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태양

열시스템은 각각의 건물, 주차장, 빈 공터 등 설치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시스템을 하나의 대

규모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하절기를 포함한 남는 태양열이 있는 기간에는 대규모 

용량의 계간축열조(seasonal thermal storage)에 남는 태양열을 저장하였다가 부족한 시

기에 사용한다. 계간축열은 주로 지중에 콘크리트나 고무라바로 만든 수(水)축열조나 지중

의 흙이나 암반, 또는 흐르지 않는 대수층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40]

에 현재까지 개발된 계간축열조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이들 축열조는 기존의 축열방법에 비

해 단위 축열용량당 설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다.

[그림 3-140] 대용량의 계간 축열조
출처: Success Factors in Solar District Heating (Dec. 2010)

이러한 태양열 블록히팅이나 태양열 지역난방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연중 집열되는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부하가 없거나 적은 하절기에도 집열되는 태양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태양열시스템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전 및 관리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 대용량의 계간축열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열 의존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 시스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태양열시스템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다. 

태양열 블록히팅시스템은 독일에서는 SolarThermie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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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의 신축단지를 태양열로 난방 및 급탕 부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대규모 태양열 블

록히팅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가 좋아서 2002년도부터 SolarThermie 2000Plus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EU의 태양열산업협회(ESTIF)를 주축으로 태양열 블록히팅 및 태양열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한 SDH(Solar District Heating) 워크숍(http://www.solar- 

district-heating.eu/)을 매년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태양열과 

기타 신 ․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단지차원의 신 ․ 재생 에너지 공급시스템 보급이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EU에서는 태양열, 바이오연료 등 여러 가지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

해서 지역난방의 열을 공급하는 신 ․ 재생 융복합 지역난방 시스템이 시범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ʻʻSUNSTORE 4ʼʼ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덴마크 마스탈 지역에 실증단지

를 조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계간축열식 태양열 시스템, 열병합발전용 우드칩보일러, 고온

용 히트펌프로 구성된 신 ․ 재생 융복합 시스템이다.

이 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EU에 20여개의 대규모 시스템이 보급될 예정이다. 

2012년도에 대표적인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이 포함된 신 ․ 재생 융복합 지역난방 시스템

(그림 3-141 참조)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시범 적용된바 있다. 이 시스템은 태양열 집열기 

13,000㎡을 포함하여 우두칩 보일러, 바이오오일, 바이오개스, 폐수열원 히트펌프 등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 ․ 재생에너지만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

■ EU 또는 IEA Task를 통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태양열 관련 프로젝트

EU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80~250℃의 산업 공정열 용 집열기 개발 및 시험

- 태양열 설비의 온수저장을 위한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

- 선택 흡수막 코팅을 이용한 태양열 집열기의 기술적 환경 기준 확립

- 냉난방을 위한 제습냉방, PCM 저온축열과 흡수식 태양열 냉방

- 건물용 PV/T(태양광/열 복합모듈)

- 축열밀도가 높은 화학축열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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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신 ․ 재생 융복합 지역난방 시스템(오슬로 근교의 Lillestrom)
출처: Intersolar 2013 Conference 발표자료

건물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슈퍼단열, 고효율 창호 등 건물에너지저감기술과 태양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제로에너지 타운, 그린빌리지 등과 

같은 연구개발 및 시범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열 이용기술 개발은 저온 분야의 경우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시스템 저가화 및 대량생

산화, 고효율에 집중하고 있다. 2006년도 말부터 IEA Task-39에서는 폴리머를 이용한 태

양열 집열기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동, 알루미늄 등의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공정이 복잡하여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어 이

를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은 폴리머 소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2008년 현

재 일부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1977년부터 IEA Solar Heating & Cooling(SHC)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개의 태양열 

건물 냉난방 관련 Task가 수행되었으며, 현재 10개의 Task가 수행 중에 있다. 신규 2개 

Task가 구성 중에 있으며, 중고온의 경우 IEA Solar PACES 프로그램 내 4개 Task를 통

해 태양열발전, 산업용시스템 및 태양열화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태양열 발전기술

태양열 발전분야는 이미 ʼ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고온의 타워형과, 중온의 Dish 

형, 구유형(PTC)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생산의 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구유형(PTC)을 활용한 태양열발전을 혼합한 ISCCS(Integrated Solar Combine-Cycle 

System)형태의 발전플랜트로 기존 발전의 발전량을 높이는 연구, 작동유체인 Oil 대신 직

접 물을 순환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DSG(Direct Steam Generation) 플랜트 개발, 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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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용융염(Molten Salt)을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구유형의 저장성능/가동율을 높이기 위

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위한 연구에서는 복합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800~1,000℃의 고온의 공기를 작동유체로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가스터빈 출구 폐열 이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molten salt를 작동유체로 발전효율 및 열저장 능

력을 향상시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U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 및 보급정책을 펴고 있으며, EU의 신 ․ 재생에너

지 개발은 JOULE(Joint Opportunities for Unconventional or Long Term Energies)

과 THERMIE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JOULE 프로그램 내에서 활동중인 4개 

단체 중 READ(Renewable Energies in Architecture and Design)는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의 건축 및 산업부분 이용과 냉난방, 실내조명용 자연형태양열 개념이용 등 순수 태양

에너지 건물의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중이며, JOULE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과제는 자연형 

냉난방기술 이용이 목적인 PASCOOL과 자연형 냉방설계기법 개발 및 보급확산이 목적인 

SOUNFO가 있다.

THERMIE 프로그램은 연구 개발된 유망 신기술을 선정, 이를 실용화하거나 보급 ․ 확산

시키는 것으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 대상 분야는 대규모 온

수급탕, 냉난방, 환기용, 건조용시스템이고, 자연형태양열 분야는 이 부분에서 취급하지 않

고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건물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창호시스템과 하이브리드

(혼합형)시스템 개발에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EU 과학연구개발 총국(DG XII)에서 마련하여 확정한 4차(ʼ94~ʼ98) 연구개발 및 시범사

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요 연구개발부문으로는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종합화를 추진하

는 차원에서 자연형, 설비형, 자연채광 등의 종합화 및 부품개발, 시스템의 기준안 및 표준

화, 태양열건물 단지 건설에 관한 종합연구 등이며,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대규모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공기식 난방 및 건조시스템 등이다.

■ 태양열 건물

유럽의 태양열산업협회(ESTIF)는 태양열로 건물부하의 약 50%를 태양열로 공급하는 태

양열 건물을 개발하기 위한 태양열 2030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

본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절감기술(현재 추진중에 있는 Passive house)을 활용해서 건물의 

부하를 줄이고 나머지 부하는 태양열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한 EU의 태양열 

보급 로드맵을 요약하면 [그림 3-1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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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EU의 태양열 보급 로드맵 2030
출처: Solar Heating and Cooling for a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Europe- A Strategic Research 

Agenda

이를 위해서는

- 아파트나 산업분야의 적용 확대 

- 컴팩트한 계간축열 기술 개발

- 태양열 냉방기술 개발 및 상용화

-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보급확대

- 기존건물을 태양열 건물로 renovation

- 새로운 적용분야 확대 발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 열부하의 50%를 태양열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 설비형 태양열 건물을 신축건물 표준으로 하고,

- 태양열로 냉난방 및 급탕을 100% 감당하는 Active Solar 건물을 위한 건물 개축 표

준화 모델 확립 → ʻʻ태양열 개축 표준화 모델ʼʼ

태양열 건물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정

하였다.

- 대면적의 고효율 집열기 개발

- 계간 축열조 : 축열은 ʻʻ태양열 건물ʼʼ에 핵심 기술임

- 고밀도 축열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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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의 고효율 집열기 : 저온용 집열기는 이미 상용화

- Low energy 건물 : 고단열, 고기밀, 환기열 회수, 자연형 태양열 등 건물에너지 저

감기술 활용

- 저온 태양열 활용기술개발 저가화, 고효율화, 건물일체화 : 복사 냉난방, 환기열회수 등 

이 외에도 250℃까지의 산업공정열, 담수화 등의 일정부분을 태양열로 공급하는 연구와 

기존 및 신규 지역난방에 태양열의 광범위한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주요 기술개발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컴팩트한 계간축열조가 있는 solar combi-systems 개발

- 산업공정열 및 냉방용 중고온용 집열기 개발

- 컴팩트하고 장기 열 저장이 가능한 축열 시스템(계간 축열) 개발

- 신소재 태양열 집열기 및 부품 개발

- 태양열 냉방 기술, 고온용 집열기 및 태양열 담수화 기술 향상

나. 국내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R&D를 본격화하였으며, 2004년을 ʻʻ신 ․
재생에너지 원년ʼʼ으로 삼아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추진하여 태양열온수기 및 평판형 집

열기는 상용화되었으나 성능 및 내구성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지고 있다.

태양열 집열 및 온수 급탕기술은 상용화되어 가정용온수기(약 18만대 이상) 및 골프장, 

양어장 등의 급탕시설에 보급중이나, 활용 분야는 한정된 수요처에 보급이 집중되고 있어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평가, 대규모시스템 설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일진공관식 집열기는 최근에 상용화 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이중진공관식 집열기는 중

국에서 전량수입 보급하고 있으며(이중진공관식 집열기는 현재 중국에서만 생산하고 있

음), 중고온용 집열기인 PTC 및 Dish형 집열기는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은 되었으나 

상용화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는 유럽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메가집열기 및 

건물일체형 구조 집열기에 대한 연구도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열 냉방은 수차례 연구 및 시범보급 된 적은 있으나 저온의 태양열로 구동이 

가능하면서 보조열원으로 작동할 때는 2중효용으로 작동되는 1중2중 겸용 흡수식 냉동기 

개발이 수행되었으나 아직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심의 대상인 지역난방용 태양열시스템이 2007년도에 분당 지역난방시스템에 시범적용된 

바 있으나([그림 3-143]) 정부의 지원이 없어 더 이상의 확대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 시스템은 축열조 없이 약 50~60℃ 내외의 지역난방수 환수를 약 100℃로 가열하



321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여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변유량 제어방식으로 일사량 강도와 관계없이 항상 원하는 온도의 온

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평판형으로 1차 승온하고 2차로 설정온도까지 승온하

는 방식으로 한 시스템 안에 2가지 다른 집열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역난방과 같은 열공급 

판매업체에는 정부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그림 3-143]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고단열, 고성능창호, 환기열 회수장치 등 건물에너지 저감기술, 자연형 태양열시스템과 

같은 패시브 기술, 그리고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스템,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

스템 등 신 ․ 재생에너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각종 건물에너지 기술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가 개발되었다. 이 주택은 냉난방 및 급탕 부하 전체를 신 ․ 재생에너

지로 공급하는 ʻʻ태양열+지열ʼ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상용화를 위한 컴팩트 

제품이 개발된바 있다. 

이 외에도 태양열 담수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로 유럽에서 수입에 의존해오

던 태양열 선택흡수막 코팅기술, 폴리머 집열기, PTC 집열기를 이용한 태양열 발전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바 있다. 2014년 현재 수행중에 있는 과제는 고효율 집열기, 무동

력 태양열시스템, 건물일체형 태양열 집열장치, 태양열 냉방시스템, 진공관형 집열기 핵심

부품 제조공정 개발 등이다.

중고온용 태양열 응용기술 개발 면에서, 선진외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용 및 발전을 

위한 중고온 집광장치의 개발중 PTC형 집열기는 실용화단계에 있고, Dish형 집광장치에 대

한 연구도 현재 실증단계에 있다. 미래 첨단기술인 초고온 태양열 수소생산기술은 현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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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확보된 중고온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및 플랜트 수

출을 위한 대규모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개발, 실증하는 국제공동프로젝트를 중국과 수행한바 

있으며, 100kW급 태양열 발전시스템도 대구에 시범 적용된바 있다(그림 3-144 참조).

[그림 3-144] 100kW급 Dish형 태양열발전 시스템

4. 산업활동 및 보급현황

가. 산업활동

현재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약 7,520건 정도로 파악

된다. 그 중 태양열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100여개 업

체로 예상되며, 적극적으로 태양열 제품 생산(수입) 또는 보급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20여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이중진공관형 집열기를 수입하여 보급을 하고 있는 업체

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기업들이다. 일부 보일러나 창호 업

체 등의 중견기업이 태양열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산업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국내 시장이 너무 적다고 볼수 있다

국내 외 태양열 냉난방 및 온수급탕시스템에 대한 기술수준은 신뢰성 측면에서 선진국 수

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태양열분야

에 대한 국산화율은 설계, 제작 및 생산 분야에서 각각 78%, 77% 정도로 나타났고,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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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시급한 분야로는 냉난방기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기술개발 시 보급에 크게 기여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그 밖에 집광형, 진공관형, 건물일체형 등에 대

한 기술개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열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태양열 

업체들을 활용하여 권역별 A/S 전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협의회를 구성하여 

태양열시장 확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태양열설비 산업의 현황을 보면, 상당한 수의 선진 기업이 자동화 조립공정을 가질 

정도로 설비 자동화가 구축된데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 시장이 작아서 태양열 업계의 

설비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나. 보급현황

우리나라에 2013년도에 보급된 태양열시스템은 전체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보급된 집열기 면적은 <표 3-88>과 같다. 1997년까

지는 주로 가정용 태양열온수기가 보급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복지시설, 수영장 및 목

욕탕 등의 급탕시설 위주로 보급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그린홈 용으로 주택에 난방 및 

급탕용의 태양열시스템도 보급되었다. 

온실 지중난방시스템은 연중 태양열시스템 이용기간이 6개월 정도(10월 중순~4월 중

순)로 짧기 때문에 보급효과가 적어 한때 보급되었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는 심야전기 온수기 보급에 따른 경쟁력 상실과 IMF,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관련기업 산업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태양열 온수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2012년 

10월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다시 국내 시장에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부분(30~50%) 지원받는 지방보급 사업이나 

일반 보급 사업을 통해 중대규모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 위주로 보급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신 ․ 재생 열 공급 의무화(Renewable Heating Obligation: RHO) 제도가 실행

될 경우 이로인해 지역난방, 중대규모 건물 등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태양열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8> 우리나라의 태양열 보급추이(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집열면적
(천㎡)

15.0 28.3 24.3 14.5 51.6 97.0 69.8 54.7 63.8 48.5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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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급지원 현황

현재 태양열설비의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그린홈 보급사업에서 태양열주택

지원, 건물지원사업(상용화된 설비에 대한 일반보급사업,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범

보급사업), 지역지원사업(지역특성에 맞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

지원), 공공건물 신 ․ 재생 설비 설치의무화(공공기관 신축, 증축 개축의 연면적 1,000㎡이

상 건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 일정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신 ․ 재생에너지금융지원(신 ․ 재생설비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 

저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태양열을 포함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

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급되고 있다.

5. 향후 계획

최근에 EU에서 발표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인 ʻʻSolar Heating and Cooling for a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Europe-A Strategic Research Agendaʼʼ은 태양열 시

장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시장 개척적인 측면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방향을 잘 암시해주고 있다. 유럽보다 기술적인 측면, 특

히 산업화 측면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산업화 연구 그리고 태양열 제조설비에 대한 시설투자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태양열 시스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시장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

한 최소한의 국내 태양열 시장 확보나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

태양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및 상업용 태양열 이용시스템 기술개발은 보급을 

위한 신뢰성 향상, 고효율화 및 저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열부하가 적은 하절기 태양

열과 보조열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중2중 겸용의 소형 태양열 냉방시스템도 역

시 상용화 가 필요하다. 특히 당면과제인 태양열 그린홈으로 보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주택용 태양열시스템의 설비 중에서 집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비가 공장에서 제작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컴팩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총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280℃ 이하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 중온형 태양열시스템의 산업체 적용연구

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고효율 집열기와 같은 핵심기술의 연구와 시스템 최적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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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실증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오일달러에 힘입어 신 ․ 재생에너지 활용

을 서두르고 있는 중동이나 동남아 등의 국가에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유럽에서 최근에 보급 확대되고 있는 태양열 블럭히팅(또는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은 기

존의 태양열시스템이 안고 있는 하절기 태양열의 효율적 이용과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할 있

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시범적용도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사료된다. 유럽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시범보급을 통해 확대 보급되고 있는 계간축열시스템이 있는 태양열 블

록히팅/지역난방시스템은 특히 하절기 태양열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분산 또는 집중 설치되는 

태양열시스템의 사후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고 또한 태양열시스템의 경제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태양열 분야가 나가야 할 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태양열 블록히팅이나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타 신 ․ 재생

에너지원과 융합되는 신 ․ 재생 융복합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건물 등 신축단지나 건물에 적용

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거나 자립할 수가 있다. 건물별로 신 ․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이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태양열을 포함

한 신 ․ 재생에너지 의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계절별로 차이가 큰 부하 대

응 등의 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열시스템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폴리머와 같은 저

가의 신소재를 활용한 태양열 집열기 및 기타 부품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할 필

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중고온 태양열 분야는 기반연구 분야로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실용화 

및 수출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태양열 이용기술의 경제성과 신뢰성 확보 및 태양열 이용 극대화와 기술 산업

화 촉진을 위한 연구가 기술개발 분야에 필요하며, 보급 확대 정책으로는 신 ․ 재생 열공급 

확대를 위해 2014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RHO(Renewable Heating Obligation)의 도입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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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대표  오 시 덕

제6절  풍  력

1. 개요

풍력발전은 바람이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

이다. 인류는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왔다. 고대부터 양수와 제분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풍차는 바람의 힘을 단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전기의 발견과 발

전기의 발명으로 인하여 바람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은 신 ․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거의 무

한정 이용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나 방사선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

공해 천연 에너지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에너지원 중에

서 풍력에너지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풍력은 경제성 및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풍력발전의 발전단

가는 풍속에 따라서 40~60€/MWh 정도이다. 발전단가 면에서도 풍력발전은 신 ․ 재생에

너지원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며, 기존의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grid parity에 이르 다고 판단한다.

풍력산업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ʼ09년 이후 년간 45GW이

상 설치되고 있으며, ʼ13년말 누적 설치용량은 318,1376MW61)에 달하고 있다. ̓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용량 2MW급의 풍력발전기에는 약 8,000개의 다양한 부품이 소요된다. 풍력산업은 제

조와 설치/운영까지 기계, 전기, 토목 ․ 건축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산업이 복합된 산

업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풍력산업의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며 고

용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 풍력발전기의 원리와 구조

(1) 풍력발전기의 원리

풍력발전은 바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기술

이다. 바람이 가지는 운동에너지에서 로터 블레이드가 기계적 에너지를 추출하고 이 회전력

61) GWEC, Global Wind Statistics 2013,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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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기의 로터를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바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으로부터 로터 블레이드를 회

전시키는 힘이 발생하며, 이 때 바람이 가지는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추

출하게 된다. 블레이드의 회전 동력은 주축을 통하여 발전기의 회전자로 전달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축전지에 저장(소형풍력터빈)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

나 대부분의 풍력터빈은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송전한다.

증속기를 갖는 풍력터빈에서는 저회전 ․ 고토크의 로터 회전 동력이 고회전 ․ 저토크의 동

력으로 증속되어 발전기에 연결된다. 저회전 로터의 주축이 직접 발전기에 연결되는 풍력터

빈은 계통 주파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한다.

(2) 풍력발전기의 구조

풍력발전 시스템은 크게 풍력발전기 구조물 시스템과 풍력발전기를 제어하는 제어시스

템으로 나누어진다. 풍력발전기 구조는 [그림 3-145]와 같이 바람이 가지는 에너지를 회전

력으로 변환시키는 블레이드(blade),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허브(hub), 회전력을 증속기에 

전달하는 주축(main shaft), 저회전 ․ 고토크의 회전을 고회전 ․ 저토크의 회전으로 변환하

는 증속기(gearbox), 회전력을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기(generator), 풍력발전기를 지지하

는 타워(tower),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절하는 피치 시스템(pitch system), 너셀을 바람

이 부는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요 시스템(yaw system)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제어하는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45] 풍력발전기의 구조 및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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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핵심부품과 핵심부품에 연결되어 구성된 주요부품의 기능과 역할을 <표 

3-89>에 정리하였다.

<표 3-89> 풍력터빈의 부품별 역할과 기능

부품명(components) 역할과 기능(function)

1 blade 블레이드 바람을 기계적 회전운동으로 변환

2 pitch system 피치시스템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

3 lock 잠금장치
나셀의 수송 및 설치시 내부부품의 보호와 유지 보수시 주축
의 회전방지

4 main bearings 주축베어링 주축의 회전 및 지지역할

5
main shaft 혹은 
low speed shaft

주축 블레이드의 토크를 증속기와 발전기로 전달하는 역할

6 gearbox 증속기
저속의 블레이드 회전수를 발전기용 고속회전으로 변환하는 
역할

7 hydraulic system 유압 시스템 브레이크 등 유압 공급장치

8 disk brake 고속 브레이크 최종 정지를 위한 기계 브레이크

9 high speed shaft 고속축 증속기로 빨라진 속도로 하중과 토크를 전달하는 역할

10 coupling 커플링 증속기와 발전기를 연결하는 전달장치

11 yaw drive 요 드라이브 요 베어링을 회전시키는 드라이브 모터

12 yaw bearings 요 베어링 나셀을 회전시키는 요 시스템의 베어링

13 generator 발전기 출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장치

14 cooling unit 냉각장치 증속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냉각장치

15 dehumidifier 제습 및 냉각장치 발전기용 냉각 및 제습장치

16 lubrication unit 윤활장치 주축베어링용 윤활장치

17 damping unit 충격완화장치 증속기의 회전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18 oil filter unit 오일필터장치 증속기어의 오일 필터장치

19
control unit 혹은 

controller
제어장치 풍력터빈의 제반 작동을 제어

20 tower 타워 블레이드와 나셀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21 nacelle 너셀 주축, 증속기, 발전기 등 주요핵심 부품을 보호하는 하우징

출처: 최신풍력터빈의 이해, 2010, 아진출판사

나. 풍력발전기의 종류

풍력발전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형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회전축에 의한 분류

풍력발전기의 회전축 방향에 따라 분류하면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크게 구분한다.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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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방향에 대하여 로터의 회전축 방향이 평행하게 설치되면 수평축 풍력발전기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수직하게 설치되면 수직축 풍력발전기(vertical axis 

wind turbine)이다. 바람이 지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불어온다고 하면 수평축은 회전축이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수직축은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된다.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다양한 형태가 고안되어 개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직축은 자이

로밀(gyromill), 사보니우스(Savonius), 다리우스(Darrieus) 풍력발전기이다.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의 방향이 지면과 평행하게 설치된다. 출력이 가장 안정적이

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대용량 풍력발전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2) 운전방식에 의한 분류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수에 따른 분류로서 정속운전과 가변속운전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

에 따라 계통의 주파수, 증속비, 발전기에 대한 설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정속운전

(fixed rotor speed)은 방식은 풍속에 관계없이 로터의 회전속도가 일정하다. 정속운전 방

식은 특정 풍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속제어와 함께 초기의 풍력발전기

에 많이 사용되었다.

가변속운전(variable rotor speed) 방식은 풍속의 변화에 대하여 로터의 회전속도를 연

속적으로 받아들인다. 넓은 범위의 풍속에서 최대의 공력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며, 

풍속의 변화에 따른 출력계수가 최적이 되도록 주속비를 조절한다. 가변속운전은 같은 풍황

조건에서 정속운전보다 출력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보다 우수한 전력품질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풍력발전기에 채택되고 있다.

(3) 출력제어방식에 의한 분류

풍력발전기는 정격풍속에서 최대의 출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정격풍속이상의 

풍속에 대하여 풍력터빈 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발전량을 조절하는 출력제어를 한다. 출력

제어 방식은 크게 실속제어(stall control)와 피치제어(pitch control)로 구분된다.

실속제어방식은 실속현상을 이용하여 일정 풍속이상에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양력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로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블레이드

의 피치각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풍속이 빨라지면 블레이드의 받음각이 증가하여 실

속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양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피치각이 고정되고 조절하지 

않는 경우를 수동형 실속제어(passive stall control)라고 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전의 

중소형 풍력발전기에 많이 채택되었다. 실속현상을 이용하지만 피치각을 조절하여 출력제

어의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 능동형 실속제어(active stall control)이다. 

피치제어방식은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절하여 출력을 제어한다. 피치제어 방식은 출력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전력생산량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중대형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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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4) 드라이브트레인 구성방식에 의한 분류

로터에 연결된 주축의 저속 회전을 발전기의 구동에 적합한 회전속도로 증속시키는 역할

을 하는 장치가 증속기(gearbox)이다. 이 증속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림 3-146]과 같이 

증속기가 포함된 간접구동형과 증속기가 없는 직접구동형으로 구분하고, 두 방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이 있다.

간접구동형(geared type)은 저회전 ․ 고토크의 로터 입력동력을 고회전 ․ 저토크의 출력

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기에 전달한다. 견고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유도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증속기의 구조는 평행축기어

와 유성기어열 두 형태가 있으며, 중대형 풍력발전기에서는 가볍고 소형인 유성기어열을 주

로 사용한다.

직접구동형(gearless type)은 저속 ․ 고토크의 로터가 증속기 없이 발전기에 직접 연결된

다. 대부분 가변속운전 방식의 동기발전기를 사용하며, 다극형 발전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전기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며 발전기의 가격이 고가이다.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은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고단의 증속기로부터 발생하

는 기계 손실과 너셀부의 무게 증가의 단점을 저단 기어로 대체하고 발전기의 극수와 크기

를 감소시켜 서로 보완하는 절충 형태이다.

(a) 간접구동형 (b) 직접구동형

[그림 3-146] 드라이브트레인 구성방식

(5) 발전기 종류에 의한 분류

풍력발전용 발전기에는 유도발전기, 동기발전기, 초전도 발전기 등의 3종류로 구분한다.

유도발전기(induction generator)는 증속기를 통하여 증속된 회전토크로 발전기를 회

전시켜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장치이다. 전력변환장치나 복잡한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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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속의 변화에 대하여 출력의 변동이 심하고 효율이 낮다. 유도발전기의 종류는 일반적

으로 농형 유도발전기와 권선형 유도발전기, 이중여자유도발전기이다.

농형 유도발전기의 특징은 회전자에 브러시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가격도 저

렴하다. 특히 회전속도가 일정한 정속 회전제어 방식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권선형 유도발전기의 구조에서 회전자는 고정자의 권선과 같은 형태의 3상 권선을 가지

고 있다. 권선형 유도발전기의 방식은 가변속 드라이브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전체용

량에 비하여 작은 용략의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는 회전자와 고정

자 양쪽에서 전력을 발전하여 전력계통으로 보내며, 정격의 1/3 전력을 발전기 회전자로부

터 발전할 수 있어 경제적인 발전기이다. 

풍력터빈 시스템의 용량이 MW급 이상의 대형화로 커지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

도발전기는 이중여자유도발전기(DFIG :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이다. 이중여

자유도발전기는 고정자와 회전자 양쪽 모두에 여자전류를 공급하며 이를 통한 슬립 효과를 

이용하여 강풍에서 균일한 품질의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드라이브 트레인에 작용하는 하중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컨버터의 설계용량이 정격 출력의 25~30% 정도만 차지한다.

동기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는 증속기가 없이 전력변환장치와 결합되어 사용

된다. 직류전원으로 자계를 만들고 전기자 권선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 교류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를 외부회로로 연결하는 것이 동기발전기이다. 동기발전기의 종류는 권선여자

형 동기발전기와 영구자석유도발전기가 있다.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PMSG :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는 영

구자석이 계자이므로 계자전원이 필요가 없으며 증속기가 없이 터빈로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기어리스 형태의 풍력터빈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권선여자형과 달리 자체 역률 제

어가 불가능하며 직접 계통에 연결할 수 없어 계통연계형 컨버터가 필요하다. 

초전도 발전기(superconductor generator)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풍력터빈 시스

템의 대용량 발전기의 개발의 과제에 대안으로 기술개발 중에 있다.

초전도 발전기는 일반적인 발전기와 기본구조가 같더라도 회전자의 자계권선에 초전도 

자계권선(NbTi 초전도 도체)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전도 자계권선을 초전도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액체헬륨을 이용하고 있다. 초전도 발전기의 특징은 정격출력에 대해 전체손실의 

30~40%를 차지하는 자계손실을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여 풍력터빈

의 연관 부품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 해상풍력발전 설비

육상풍력단지의 확대와 함께, 육상단지 개발의 한계성,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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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으로 해상풍력발전에 풍력선진국에서는 향후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

라 육상풍력분야에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국내에서는 육상풍력산업과 함께 해상풍

력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도 기존의 육상풍력

발전과 함께 해상풍력에 대한 설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풍력터빈 자체를 해

상에 설치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고,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설치

에 필요한 건설비용에서 터빈자체 비용보다는 터빈을 지지하는 지지구조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시설, 설치비용 등이 2배 이상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하부구조물

해상풍력터빈의 해상에서의 설치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식의 경우 

지지구조물은 타워, 하부구조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타워는 기존 풍력터빈의 일부로써 

고려되고, 하부구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림 3-147]은 

깊이에 따른 고정식 지지구조물의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수심 80m 이내의 천해지역

에 해저에 기초를 하고 하부구조물을 설치한다. 부유식의 경우 터빈을 부유체에 조립하여 

해저에 케이블을 통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3-147] 드라이브트레인 구성방식
출처: NREL 자료

고정식의 경우 모노파일, 중력식 구조물, 자켓, 트라이포드, 테트라포드 등의 하부구조물

이 사용된다. 각 형식의 선택은 해류, 수심, 해저의 토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333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2) 계통연계 기술 및 시설

계통연계기술은 해상단지내의 전력계통과 육상변전소까지의 연계기술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기술로는 전력선 및 전력망 설계시공기술, 해상변전소 설계 및 시공기술 등이 포함된다.

터빈에서 발전된 전기를 육상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해저케이블의 설치는 매

우 중요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단거리 및 장거리 대규모 송전용 해저케이블 개발 및 제

조기술, 케이블 포설 설비와 장비, 유지보수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해상변전시설

은 해상에 설치되는 여건에서 내환경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개발된다.

(3) 터빈설치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에서 매우 큰 비용중의 한 가지가 설치비용이며, 설치용 선박과 

설치기술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치선의 건조가 유럽의 수요에 맞춰져 있다. 국내의 조선해양 기

업에서는 유럽의 설치선을 주문받아 건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의 건설이 확대되면, 가장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가 설치선 및 설치기술이다. 

2. 국내외 시장동향

가. 세계 현황

(1) 풍력발전 동향

풍력발전 세계 시장은 ʼ13년말 현재 누적 설치용량은 321.56GW, 당해 설치용량 
36,134MW로 ʼ12년의 44,951MW설치에 비하여 약 9GW내외가 축소되었다. ʼ13년 성
장률 12.5%로 지난 10년간 년 평균 성장률이 21%정도임을 고려하면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거시경제의 침체에서 12.5%의 성장하였고, ʼ13년 전 세계 발전

설비의 전력생산량이 2.2% 성장에 그쳤으나 풍력발전의 경우 12.8%를 성장하였음을 고려

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세는 여전히 타 산업을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3년 신규 설치 규모가 축소는 유럽의 경기 침체,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 등 시장의 불

확실성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PTC 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단일 시장에서 ʼ12년 13,124MW에서 ʼ13년 1,084MW로 12GW이상 

축소되었음을 감안하면 세계 풍력시장은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되면서 

풍력산업에 전체 투자규모도 ʼ12년 809억 달러에서 ʼ13년 803억 달러로 약간 감소하였다. ʼ13

년은 ̓12년 대비 신규 용량 기준으로 24%의 감소가 있었으나 풍력산업 전체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0.75%의 감소에 그쳐 풍력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풍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이 시장을 선도하여 왔으나 ʼ09년 이후 중국의 성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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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시아 시장이 풍력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이 2번째 큰 시장이고, 북미가 세 번째이나 미국

시장의 붕괴로 2위와의 격차는 커졌다. [그림 3-148]은 지역별 연도별 신규설치 용량현황이다.

[그림 3-148] 지역별 연도별 신규설치용량(2005-2013)
출처: GWEC Global Wind 2013 Report

ʼ13년 말 현재 1GW이상 설치된 국가는 유럽이 16개국, 중국, 인도, 일본 및 호주 등 아시

아-태평양 지역 4개국,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과 남미의 브라질 등 24개국

이다. 10GW이상 설치된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 및 영국 6개국이며, 중국

의 경우 ʼ14년에 누적으로 100GW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세계풍력산업은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 등 5개국이 주도하여 왔으나 ʼ13년에는 미국, 스페인이 역할이 감

소하고, 영국, 캐나다의 약진과 브라질, 폴란드 및 스웨덴의 역할이 돋보였다.

(2) 해상풍력발전 동향

해상풍력발전은 ʼ13년에 1,721MW가 설치되어 누적 6,832MW에 이르고 있다. 해상풍

력은 누적에서 100MW이상 설치국가는 모두 7개 국가이고, 이중에서 1GW이상 설치된 국

가는 영국과 덴마크 2개국이고, 500MW이상 설치 국가는 벨기에와 독일 2개국이다. 해상

풍력은 BTM에서 별도 통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실적치가 장기는 물론 단기 예측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로 해상 풍력발전기술의 내재적인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풍력의 선도국인 영국의 경우 ʼ04년에 ʼ09년 누적 3,538MW를 예상하였으나 실적은 

306MW, ʼ09년에 ʼ13년 5,518MW를 예상하였으나 3,666MW의 실적을 보였고, 독일의 경우 

ʼ04년에 ʼ09년 실적을 2,636MW를 예상하였으나 60MW, ʼ09년에 ʼ13년 2,682MW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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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508MW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이 풍력시장을 견인토록 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시장 및 기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9] 해상풍력 실제보급량 및 예측치 비교(2002-2013)
출처: BTM Report를 활용하여 오시덕 분석

나.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은 ʼ70년대부터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이후 외국

에서 도입한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연구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풍력발전에 대한 주변 

여건의 미성숙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 제작사의 시스템을 모방하여 

제작, 기술도입, 합병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ʼ87년 12월 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88년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하여 466백만 toe/년이며, 이중에서 이

용 가능한 풍력 자원은 50백만 toe/년이다. 풍력발전으로 공급 가능한 잠재량은 육상풍력

발전이 3.6GW, 해상풍력발전이 8.8GW이며, ʼ13년 기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용량의 0.51%에 해당되고, 발전량은 전체 발

전량의 0.19%에 해당하는 약 980.2G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지원사업, FIT 및 RPS 등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산업화 과

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ʼ05년 이후 연평균 21% 성장하였으나 ʼ08년 외환위기 이후에

는 10%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는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원천적인 문제 외에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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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숙도에 따른 정책수단 간의 연계성의 부족 등 정책 및 제도적인 수용성 부족 등이 기

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환경규제로 개발이 보류되었던 육상풍력의 경우 범부처적인 

협의 및 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환경부는 ʻ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ʼ을 수립하

여 개발이 보류되었던 일부 단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현황을 보면 ʼ11년 하반기와 ̓12년 상반기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과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공유수면에 5MW 해상풍력실

증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최초의 해상풍력발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기술개

발 및 보급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전전력연구원에서는 국내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개발을 위하여 ʻʻ국내해역의 

중형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타당성 조사연구ʼʼ 사업을 ʼ11년 3월에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하

여 국내 해상풍력단지의 부지선정 및 입지환경조사, 해상단지의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하였

고, 서해안 위도 인근에 해모수 기상타워를 설치하여 해상풍황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ʼ11년 11월 지식경제부에서는 ʻʻ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ʼʼ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ʼ12년 12월에 한국해상풍력(주)를 설립하고, ʼ13년 7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ʼ14

년 4월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ʼ16년 말까지 5,830억원을 투자하여 

99.5MW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17년까지 400MW의 시범단지, ̓19년에는 2,000MW규모의 

확산단지 등 총 13조원을 투자하여 2.5GW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의지로 전라남도 서남해안의 육해상 5GW 

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라북도의 새만금 풍력산업클러스터의 풍력발전시범단지(40MW), 부

산지역의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20MW), 제주의 2GW 해상풍력단지조성 등이 대규모 단

지 건설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그림 3-150]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
출처: 해상풍력추진단, N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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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기 존 기 종 확 장 기 종

모델명
로터직경

[m]
모델명

로터직경
[m]

용량 
[kW]

허브높이
[m]

정격출력당 
로터면적
[m2/kW]

AMSC Windtec WT3000dd 125 WT3000dd 140 3,000 100/120
5.13

(개발중)

GE 1.6-82.5 82.5 1.6-100 100 1,600 80/100 4.90

Nordex N100/2500 100 N117/2400 117 2,400
91/120/

141
4.48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해외 기술개발 현황

선도국의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대형화, 해상, 저풍속 및 혹한 지역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풍력발전 시스템은 ̒85년 50kW급, ̓95년 1.3MW, ̓05년 5MW급 및 ̓10년 7.5MW급 

등으로 대형화되어 왔으며, 현재 제작사별로 3MW급(Vestas, Siemens, WinWind, GE 

Wind 등)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5∼8MW급(Vestas, 

REpower, Enercon, Siemens, Sinovel, Alstome, Areva, Bard, XEMC, Gamesa 등) 

풍력발전시스템의 시제품을 실증 중이거나 실증 완료 후 판매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시장 

동향, 선진 제작사들의 움직임으로 살펴볼 때 [그림 3-151]과 같이 육상용은 2∼3MW급, 

해상용은 5∼7MW급이 시장의 주력기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51] 상업용 중대형 풍력터빈 크기의 변화
출처: 2010 EWEA, Wind Energy-The Facts

저 풍속 시장으로의 확대 및 COE 저감을 위하여 선진 제작사들 대부분은 저 풍속 시스템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GE, Nordex, Simens, Vestas 등과 같은 선진 풍력발전

기 제조사들은 이미 저풍속 풍력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운용 중에 있다.

<표 3-90> 선진 풍력발전기 제작사들의 저풍속 기종 보유현황 및 설계 다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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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기 존 기 종 확 장 기 종

모델명
로터직경

[m]
모델명

로터직경
[m]

용량 
[kW]

허브높이
[m]

정격출력당 
로터면적
[m2/kW]

Siemens SWT-3.0-101 101 SWT-2.3-113 113 2,300 site- specific 4.37

Fuhrlander FL 2500 90 FL 2500 104 2,500
85/100/
117/141

3.14

Vestas V90-1.8 90 V100-1.8 100 1,800 80/95 4.37

Winwind WinWinD 3 100 WinWinD 3 120 3,000 90/120 3.77

Gamesa G97 97 G114 114 2,000 93/120/140 5.10

출처 : KETEP 201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보고서, 저풍속 S 클래스 2~3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해상용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기술을 기반

으로 크기를 늘려가는 대형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재 및 설계의 혁신을 기반

으로 대형화의 대안 중의 하나로 초전도 풍력발전기 개발은 물론 기존의 기어, 직접 구동 및 

하이브리드 방식 외에 Hydraulic 방식의 드라이브 트레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52] 주요 제작사별 제품 현황 및 계발 계획
출처: 나상권, 대형풍력 발전 시장 및 기술현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년도 에너지 R&D PD분야 성과 

워크샵, 2012.11.09 일산 킨텍스

육상에서의 환경규제, 소음 및 진동에 따른 민원, 육상 공간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상으로 확대되고, 특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에 대단위 단지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

며 부유식이 해상용 풍력의 실증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해상 풍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현황에 따르면 해안에서 멀어지고, 수심도 깊어지고 있으며, 단지의 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9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그림 3-153] 해상풍력단지의 심해화 추이
출처: EWEA, 이슈리포트 : 초전도 해상풍력발전 시대의 서막이 열리다,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6.10.

해상풍력발전기술은 아직 초기 응용 단계로서 기술 개발은 현재 덴마크의 Vestas사 등에

서 2∼3MW급 해상풍력발전 시스템을 상용화하였으며, 6~7MW급 해상풍력발전기 시험

모델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GE가 3.6MW급을 상용화하였다. 5MW급 

풍력 발전기는 독일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육상실증과정을 거쳐 북해에 Alpha Ventus 해상

풍력실증단지에 12기의 5MW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상용의 경우 설치, 유

지보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 및 분해가 편리한 구조의 증속기 및 드라이브트레인, 

크레인의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간 2MW급 해상풍력발전

기의 운영 결과 염분에 의한 부식, 유지 및 보수의 어려움, 낙뢰 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특별

한 유의와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이안거리는 40km까지, 수심은 35m까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이 되었다. 또한 

경제성 있는 해상 풍력발전용 심해 부유 구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ʼ09년 6월에 덴마크

의 Siemens Wind Power는 노르웨이 StatoilHydro 사와 함께 세계 최초의 해면 부유식 

풍력발전기(2.3MW급)를 노르웨이 남서부 해안 10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증 중에 있고, 미

국의 Principal power사 주관으로 포르트칼 연안에 Vestas 2MW급 모델을 대상으로 실증 

중에 있다.

소형 풍력발전 기술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분산발전 기술과 연계한 micro grid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지속 가능 사회의 실

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합 기술에 대한 구상 및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표 3-91>

은 풍력발전시스템 분야의 기술현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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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풍력발전시스템 분야의 기술 현황

기술영역 최첨단 동향 기술발전 전망

블레이드
기술

▪ 길이 50m 내외 대형 개발 완료
▪ 30년의 피로수명 유지 

▪ 길이 90m 내외로 대형화 전망
▪ 35년 이상의 피로수명 연장

축 구동계
기술

▪ 5MW용량 축 구동계 실용화 ▪ 7MW 이상의 동력전달 전망

증속기
기술

▪ 2∼3단으로서 95%이상의 전달효율을 
지닌 5MW급 증속기 실용화 

▪ 1단으로 6∼7MW급 증속기 개발 전망

발전기
기술

▪ 5M㎾ 권선형 유도기기 실용화
▪ 1,800㎾ Ring 발전기 실용화
▪ Multipole, Multiple PMG 실용화

▪ 초대형 권선형 유도기기 전망
▪ 초대형 영구자석발전기 개발 전망

전력 
연계장치

기술

▪ 5M㎾급 권선형 유도발전기기 전력 
연계기술 실용화

▪ 1,800㎾급 연계형 전력변환기 실용화
▪ 전력연계장치의 대용량화(7∼10MW급)

요잉기술 ▪ 고신뢰도의 요잉시스템 실용화 ▪ 고신뢰도의 요잉 시스템 상용화

타워기술
▪ 90∼100m 내외의 스틸, 콘크리트 등의 

타워 개발
▪ 100m 이상의 장대 및 하이브리드 타워, 

다양한 수요처 대응 타워 개발전망

안전장치 
기술

▪ 수백 bar 수준의 유압장치 실용화
(fail safe)

▪ 전기구동에 의한 안전장치 실용화
(full feathering)

▪ 유압이나 전기구동 안전장치의 대용량화 
전망

시스템 
조합기술

▪ 3∼5MW용량의 시스템 실용화 ▪ 6∼10MW급의 시스템 조합

시스템 
해석기술

▪ ADAMS/WT, Bladed등 다양한 해석 tool 
실용화(수만 FOD 수준)

▪ 수십만~수백만 FOD를 갖는 해석 tool 
실용화전망

시스템 
감시 및 
진단

▪ 회전기계류 진동의 차수분석, Spectrum 
분석, Harmonic 해석, Trend의 통계적 
분석 S/W 개발 및 실용화

▪ 회전기계류의 수명예측 및 유지관리 
최적화

▪ 다수 풍력발전기의 통합화 기술 수요충족

설계평가
▪ 설계/평가 도구(software)의 비약적 발전
▪ 국가적 지원에 의한 평가 시험 연구 결과의 

설계 반영에 따른 제작비용 저감화추세

▪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신뢰성 및 운전률 
향상

▪ 설계평가 규격 관련 안전계수의 최적화 
노력 지속 전망

요소시험
▪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시험 방법의 발전
▪ 시험연구의 결과에 따른 요소 설계 

수정반영

▪ 풍력 전용 시험 기기의 개발 수요 증가
▪ 국제적 시험 연구 노력 활성화 예상

평가 및 
실증

▪ 풍력기기에 대한 국제적 Round-Robin 
test 진행 중

▪ 성능시험 관련 국제규격 및 절차서 등의 
제정

▪ 성능평가 결과의 국제적인 신뢰성 향상 
노력 지속

▪ 성능시험관련 상호 인정 공인 시험소 
제도의 도입 예상

인증

▪ 국가적 지원체제에 따른 풍력설비 
인증제도의 법제화 국가 증가 추세

▪ 풍력기기에 대한 사업추진 및 보험에 따른 
인증요구 증가

▪ 국제규격의 제정 및 이에 따른 각국의 
부응화 추세

▪ 국제규격으로의 인증 부합화 경향 가속
▪ 각국 인증기관 사이의 공조 시도를 통한 

선도적 지위 확보 노력 예상
▪ 각국의 국제 표준화 작업 참여 노력 예상
▪ 인증에 따른 수출 장벽의 해소 노력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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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풍력기술개발 동향 및 현황

풍력발전의 기술개발은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ʼ8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풍력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실적(ʼ88∼ʼ08)

은 56개 과제에 정부예산이 약 906억원 정도가 지원되어 왔다. ʼ09년 이후 연구비가 대폭 증

가하여 ̓09년에 약 375억, ̓10년 이후 약 400억 내외, ̓12년 이후에는 500억원에 근접하는 정

도 연구비를 신규 및 계속과제에 지원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은 

대형화,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시스템 ․ 단지구축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

여 왔다. 용량별 및 단계별 기술 개발 현황은 다음의 <표 3-92>와 <표 3-93>과 같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3MW급은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수준, 5MW급 

이상 시스템은 ʼ14년에 인증을 개시하여 ʼ15년경에 판매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나 국내 시장의 협소로 Track Record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풍력발전의 수출 산업화에 제

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이 작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 후 판매 가능한 

국산 모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시스템 제작사들이 단지개발에 직접 참여하면서, 국산 모델

의 점유율은 ʼ12년 설치 용량 83MW의 80%, ʼ13년 설치 용량 77MW의 100%를 차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ʼ13년 신규 설치용량의 100%가 2MW급 이상으로 대형

화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제작사들은 ʻʻ시장적기진입(Time to Market)ʼʼ에 집중하여 시스템은 확보하였

으나 국내 시장이 작아 선진국 대비 공급사슬(Supply Chain) 구축은 극히 취약하여 긴급하

게 보완해야 알 수준이다.

[그림 3-154] 국내 주요 시스템사의 부품 조달 현황
출처: 오시덕, 풍력발전 소재 ․ 부품의 현황과 전망, Global R&D For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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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구분 업체/기관 개발 내용 비고

소형 시스템
(100㎾미만)

한국화이바
▪ 50㎾급 수직형 풍력발전기 개발 및 

시운전 
▪효율 및 운용상의 난점 발견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급 소형 수평축 풍력발전기 
개발

전북대
▪30㎾급 dual-rotor 형태의 

풍력발전기 개발 및 실증 연구 수행

준마엔지니어링
그린에너지테크

▪시스템 종합 형태로 상용 시스템 
개발

▪10㎾급

중대형 시스템
(100㎾∼1㎿)

(주)효성
▪750㎾급 기어드형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
▪인증획득 및 상용화

유니슨(주)
▪750㎾급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
▪인증획득 및 상용화

대형 시스템
(1㎿이상)

두산중공업
▪3MW 해상형 독자개발 상용화 및 

저풍속형 개발중
▪영흥 1차단지 설치, 2차 단지 

공급예정

효성
▪2MW 독자개발 상용화
▪5MW 개발 중

▪2MW 인증완료 및 상용화

유니슨
▪2MW 독자개발 상용화
▪3MW 개발중

한진산업 ▪100㎾, 1.5 및 2MW 독자개발
▪1.5MW 상용화 및 2MW 

인증 성능검사중

현대로템 ▪2MW 기어리스형 개발완료

현대중공업
▪1.65MW, 2, 2.5MW 개발완료. 

5.5MW 개발중

대우해양조선
▪독일 DeWind사 지분인수
▪750㎾, 1.5MW, 2MW 기존모델 

상용화
▪7MW 해상 개발중

STX
▪네델란드 Harakosan사 

지분인수-STX Windpower
▪2MW

DMS ▪해외 풍력터빈 기술도입 ▪2MW 개발중

삼성중공업
▪영국 풍력터빈 기술도입
▪7MW 국외 기술협력 개발중

▪2.5MW형 Cielo사 수출('10), 
동형 영흥단지 현물참여

단계별 기술개발 현황 내용

1단계
(∼'96)

▪1970년대 및 80년대 2∼5㎾급 소형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개발 및 실증시험 시작 
▪1982∼1991년도 제주도 월령에 한독기술 협력에 의한 풍력-태양광 복합발전 시스템 

시험 운전 
▪1987년 12월에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1988년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1995년도에 KIST에 의한 계통연계형 20㎾급 소형 풍력발전기 국산화 시험운전 

<표 3-92> 풍력발전 용량별 기술개발 현황

<표 3-93> 풍력발전 단계별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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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기술개발 현황 내용

▪1992∼1996년 50∼300㎾ 수직형 풍력기 한국화이바에서 개발 
▪1995년도에 제주 월령에 180㎾ 규모의 신 ․ 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조성 
▪1996년도부터 풍력자원 실측, 분석 및 D/B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진행 

2단계
('97∼'01)

▪(주)효성의 주관 하에 660㎾급 풍력발전기용 증속기 및 발전기의 개발이 진행되어 
2001년에 개발 완료 

▪전기연구소에서 직접구동용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 및 계통연계 장치의 개발 2002년에 
완료 

▪기반기술로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과거 풍력자원 자료와 신규 풍력자원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풍력자원의 예측분석 기술 개발과 풍력발전 단지 개발 타당성의 
조사 진행

3단계
('02∼'08)

▪(주)효성이 750㎾급 기어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완료 
▪(주)유니슨이 750㎾급 직접 구동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완료 
▪(주)효성과 (주)유니슨, 750㎾급 개발 완료('05∼'06) 
▪(주)효성, 2MW급 육상용 기어형 시스템 개발 완료('04∼'07) 
▪(주)유니슨, 2MW 육상용 직접구동형 시스템 개발 완료('04∼'07) 
▪(주)한진산업, 1.5MW 육상용 시스템 개발완료(자체개발) 
▪코윈텍, 1MW급 Dual Rotor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완료('04∼'06)
▪10㎾(준마엔지니어링, '04∼'06),100 ㎾(한진산업, '04∼'07)소형 시스템 개발
▪에기연 및 두산중공업, 해상풍력 실증연구 단지 조성('06∼'12)
▪에기연, 육상풍력 실증연구 단지 조성('06∼'09)
▪두산중공업, 해상용 3MW급 풍력발전기 개발('06∼'09) 
▪서영테크, 1㎾급 저소음 수평축 직접구동형 풍력발전기 개발('06∼'08)

4단계
('09∼현재)

▪현대중공업, 1.65, 2. 2.5MW 개발완료, 상용화 및 5.5MW 인증 중
▪효성, 2MW 개발완료, 상용화 및 5MW 인증 중
▪삼성중공업, 영국 풍력터빈 기술도입, 2.5MW 개발 상용화 및 7MW 인증 중
▪대우조선해양, 독일 DeWind사 지분인수, 750㎾, 1.5, 2, 3MW 개발 중
▪STX, 네덜란드 Harakosan사 지분인수, 2MW 개발
▪현대로템, 2MW gearless 개발완료
▪DMS, 해외 풍력터빈 기술도입, 2MW 개발 중
▪(주)한진산업, 2MW 육상용 시스템 실증('12) 
▪두산중공업, 저풍속형 3MW 해상풍력터빈 개발 중
▪유니슨, 2MW 저풍속형 개발 및 인증 중
▪수출주도형 핵심부품기술개발(블레이드, 증속기, 베어링, 브레이크 등)
▪해상풍력핵심기술개발 진행중(하부구조물, 전력계통연계기술, 해상풍황연구 등)

앞으로 COE저감에 지원하여 풍력 공급사슬의 강화, 유지보수 등 수용성 확대 기술에 지원

을 통하여 풍력발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풍력발전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유럽 대비 83.3% 수준에 있고,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 선진 유럽과 16.7%(p)로 많은 기술수준 차이가 있어 수출 시장에서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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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풍력발전시스템 요소부품 기술대

비 상대적으로 시스템 통합 기술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요소부품 관련기술은 단기

시장 진입 전략을 통해 생산기술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요소부품 원천설계

기술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은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였으며, 15개 세부기술 분야 중 블레

이드, 축구동계, 발전기, 감시진단, 계통연계 기술은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한 초기 시장진입 

기술을 확보단계, 과거 육상풍력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나타냈던 타워 분야는 해상풍력분야 수

중기초 기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로 조사되었다.

<표 3-94> 풍력발전 기술수준 비교
(단위 : %, 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83.3% 1.4년 94.7% 0.44 94.0% 0.5 100% 0년 80.3% 1.65

* 최고 기술보유국 기술수준 100.0% 대비 각 국가별 상대수준 및 기술격차

출처: 신 ․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KETEP(2012.12)

<표 3-95> 풍력발전 대분류의 기술수준 비교
(단위 : %, 년)

구분
상대수준

(최고수준: 100%)
기술격차

(최고수준 : 0년)

풍력발전시스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83.8 95.3 95.6 100.0 80.1 1.36 0.39 0.37 0.00 1.67

풍력단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72.5 88.3 83.5 100.0 73.5 2.31 0.98 1.38 0.00 2.22

운영, 계통연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88.0 96.7 95.9 100.0 88.0 1.01 0.28 0.34 0.00 1.01

출처: 신 ․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KETEP(2012.12))

위와 같은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업체들은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자체개발, 라이센스 계약, 인수 및 합병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외에 전문 인력양성, 성능시험 기관 육성 및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345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표 3-96> 국내 풍력업체의 풍력기술 획득 전략

구분 장점 단점 해당기업(해외사례)

자체개발
사업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
높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높은 위험부담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현대로템 등

(Vestas, Enercon, Nordex)

라이센스 계약
적은 비용으로 기술습득이 

용이 학습효과 극대화
첨단 기술이전의 

한계가 존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MS 등
(Gamesa, Suzlon, GoldWind)

인수 및 합병
단기간 내에 첨단기술 

습득 가능
높은 비용과 
대상부족

대우조선해양, STX 등
(GE Wind, Areva, Siemens, Alstom)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신 ․ 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자료 재구성

ʼ03년 750kW 이하 중 ․ 소형 풍력설비 인증에 이어, 풍력 제작사들이 대형 풍력설비의 인

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형풍력

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으며, ʼ14. 3. 1부터 서남해 해상 

풍력발전 단지 등에 설치할 MW급 대형풍력설비의 인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대형풍력 국

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 

(DEWI)이 하중 ․ 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ʼ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

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

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하고, 또한, 국내인증을 받

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 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

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현

재 제주의 김녕 실증단지에서 현대중공업(주)의 5.5MW, ㈜효성의 5MW 대형 풍력시스템

이 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영광 시스템 베드에서는 유니슨(주)의 2MW 풍력발전시스템

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4. 국내외 보급현황 및 전망

가. 세계 현황 및 전망

(1) 풍력발전 현황

풍력발전 세계 시장은 ʼ13년말 현재 누적 설치용량은 321.56GW, 당해 설치용량 

36,134MW로 ̓12년의 44,951MW설치에 비하여 약 9GW내외가 축소되었지만 거시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교하면 여전히 큰 성장세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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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1년

(㎿)
2012년

(㎿)
2013년

(㎿)
비율(%)

총설치량
(%)

중국 17,631 12,960 16,088 44.5 45

독일 2,007 2,415 3,237 9.0 53

인도 3,300 2,336 1,987 5.5 59

영국 1,293 1,958 1,833 5.1 64

캐나다 1,267 936 1,599 4.4 68

미국 6,810 13,124 1,084 3.0 71

브라질 583 1,077 948 2.6 74

폴란드 436 880 894 2.5 77

스웨덴 763 846 724 2.0 79

3-155]는 세계의 연도별 신규 및 누적설치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육상용은 최근 5

년간 평균 연간 성장률은 누적 설치용량 기준 21.4%, 당해 설치용량 기준 5.1%로 당해 설

치용량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 누적 설치용량 : (ʼ11년) 241.0GW → (ʼ12년) 285.7GW → (ʼ13년) 321.5GW

- 당해 설치용량 : (ʼ11년) 41.7GW → (ʼ12년) 44.9GW → (ʼ13년) 36.1GW

ʼ13년 신규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축소는 미국의 PTC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미국 단일 시장에서 ʼ11년 13,124MW에서 ʼ12년 1,084MW로 12GW이

상 축소되었음을 감안하는 경우 미국을 제외한 세계 풍력시장은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55] 전 세계 연도별 신규설치용량과 누적설치용량
출처: NAVIGANT Researc, BTM Report, March 2014

<표 3-97> 상위 10개 국가의 풍력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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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1년

(㎿)
2012년

(㎿)
2013년

(㎿)
비율(%)

총설치량
(%)

루마니아 520 923 696 1.9 81

합계 34,610 37,455 29,089

비율(%) 83.0 83.3 80.5

출처: BTM Consult: March 2014

수년간 세계풍력산업은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 등 5개국이 주도하여 왔으나 ʼ13

년에는 미국, 스페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영국, 캐나다의 약진과 브라질, 폴란드 및 스웨덴

의 역할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ʼ13년 10대 시장 중에서 1GW이상을 설치한 국가는 중국, 독일, 인도, 영국, 캐나다 및 

미국 등 6개국이며, 중국이 16,088MW로 신규설치 용량의 44.5%를 점유하였다. 중국은 

최근 3년간의 전 세계 설치용량에서 신규 설치 용량의 28.4%, 누적 설치 용량의 28%를 점

유하여 세계 풍력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풍력터빈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역과 내수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설치된 공급량이 약 37,487MW의 상위 공급 10개사의 점유율은 [그림 

3-156]과 같다. Vestas사가 13.1%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으며, 다음은 중국 시장을 배

경으로 한 Goldwind사가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내의 시장 확대에 따라서 중

국 터빈제조사가 10대 공급자 리스트에 3~4개사가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ʼ12년에 15.1%

로 1위를 차지하였던 GE Wind 가 자국시장의 침체로 ʼ13년에 2위로 내려가고, ʼ12년 2위

였던 Vestas가 ʼ13년에 1위로 복귀하는 등 시장 점유율에 내수 시장 규모는 대단히 중요하

다고 하겠다.

[그림 3-156] 2013년 터빈 공급(37.487MW) 상위 10개 풍력터빈제조사
출처: BTM Consult: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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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 상위 10개 제조사의 점유율 변화(2012-2013)

공급량 
MW
2011

점유율
2011

%

공급량 
MW
2012

점유율 
2012

%

공급량 
2013
MW

점유율
2013

%

VESTAS (DK) 5,213 12.9 6,020 14.0 4,893 13.1

GOLDWIND (PRC) 3,789 9.4 2,609 6.0 4,112 11.0

ENERCON (GE) 3,188 7.9 3,538 8.2 3,687 9.8

SIEMENS (DK) 2,540 6.3 4,114 9.5 2,776 7.4

GE WIND (US) 3,542 8.7 6,696 15.5 2,458 6.6

GAMESA (ES) 3,309 8.2 2,625 6.1 2,069 5.5

SUZLON GROUP (IND) 3,104 7.7 3,177 7.4 1,995 5.3

UNITED POWER (PRC) 2,859 7.1 2,029 4.7 1,488 4.0

MINGYANG (PRC) 1,178 2.9 1,183 2.7 1,297 3.5

NORDEX (GE) 970 2.4 920 2.1 1,254 3.3

Others 10,806 26.7 10,224 23.7 11,448 30.5

Total 40,495 100 43,134 100 37,478 100

 출처: BTM Consult: March 2014

(2) 해상풍력 현황

ʼ13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해상풍력의 용량은 6,832MW이고 당해 년에는 1,721MW

가 설치되었다. 이는 전체 풍력 시장 기준 누적의 약 2.1%, 당해 설치 기준 약 4.8%로 미미

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년 대비 당해 설치용량 기준 52.2%, 누적 설치용량 기

준 33.6%로 크다고 할 수 있다(BTM Report).

- 누적 설치용량 : (ʼ12년) 5.11GW → (ʼ13년) 6.83GW 

- 당해 설치용량 : (ʼ12년) 1.13GW → (ʼ13년) 1.72GW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는 국가는 총 15개 국이며, 이 중에 중국, 일본 및 한국을 제외한 

12개국이 유럽 국가들로 해상풍력산업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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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국가별 해상풍력 도입 현황
출처: GWEC GLOBAL WIND REPORT 2013

현재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10개국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ʼ13년 건설을 기준으로 하

더라도 용량은 0.75~7MW로 다양하며, 대수로는 2MW급이 가장 많아서 실제로 개발, 실

증 및 보급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ʼ13년말 건설 중인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8개국 28개 단지로 총 설치용량은 6,686MW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이 11개, 독일이 8개, 영국이 4개이고 나머지 국가는 각 1개 단

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예상된다. 단위기기 용량

으로는 일본이 7MW급으로 가장 큰 용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3MW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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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9> 해상풍력 실증 싸이트 운영 현황

프로젝트 명 국가명 대수 터빈용량 터빈 제작사 총MW 건설시기

Roenland(Siemens) DK 4 2.3MW Siemens 9.2 2002

Fredrikshawn I DK 1 2.5MW Nordex 2.5 2003

Fredrikshawn II DK 2 3MW Vestas 6 2003

Fredrikshawn III DK 1 2.3MW Siemens 2.3 2003

Setana I JP 2 0.66MW Vestas 1.32 2003

Sakata JP 5 2MW Vestas 10 2004

Roenland(Vestas) DK 4 2MW Vestas 8 2005

Breitling (Rostock) DE 1 2.5MW Nordex 2.5 2006

Kemi Ajos I FIN 5 3MW WinWin D 15 2007

Beatrice I UK 2 5MW Repower 10 2007

Bohai test project CN 1 1.5MW Goldwind 1.5 2007

Hooksiel DE 1 5MW Bard 5 2008

Kemi Ajos II FIN 5 3MW Win Win D 15 2008

Avedare DK 2 3.6MW Siemens 7.2 2009

Pori Offshore Pilot FIN 1 2.3MW Siemens 2.3 2010

Kamisu JP 7 2MW Fuji Heavy Industries 14 2010

Jiangsu Rudong intertidal trial project CN 16 1.5~3.0MW nine Chinese OEMs 32 2010

Jiangsu Xiangshui intertidal trial proejct CN 3 2.0/2.5MW Sewind/Goldwind 6.5 2010

Avedare 2 DK 1 3.6MW Siemens 3.6 2011

Demonstration offshore project of Jeju Island KR 1 2.0MW STX Windpower 2 2011

Jiangsu Xiangshui intertidal trial project extension CN 1 3.0MW Goldwind 3 2012

Demonstration offshore Project of Jeju Island KR 1 3MW Doosan 3 2012

Choshi Offshore Demonstration JP 1 2.4MW Mitsubishi 2.4 2013

Jiangsu Xiangshui Intertidal trial CN 1 3MW Dongfang 3 2013

Kitakyusgu Demonstration JP 1 2.0MW JSW 2 2013

Offshore of Kabashima (floating) JP 2.0MW Hitachi 2 2013

Fukushima Recovery Experimental Offshore phase 
1 (floating)

JP 2 2.0MW Hitachi 1 2013

Belwind Alstom Demonstration BE 1 6.0MW Alstom 6 2013

Arinage Quary ES 1 5.0MW Gamesa 5 2013

Methil Demonstration (Fife) UK 1 7.0MW Samsung 7 2013

Volturn US (floating) US 1 0.75MW N/A 0.75 2013

Total MW 191.07MW

출처: BTM Consult: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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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0> ʼ13년말 건설 중인 해상풍력 현황

프로젝트 명 국가명 대수 터빈용량 제작사
총용량 
MW

운전시기

Europe Germany 80 5.0MW AREVA 400 2014

Riffgat Germany 80 3.6MW Siemens 108 2014

Meenwind sudlost Germany 80 3.6MW Siemens 288 2014

Global Tech 1 Germany 80 5.0MW AREVA 400 2014

Nordsee Ost Germany 80 6.15MW REpower 295 2014

EnBW Baltic 2 Germany 80 3.6MW Siemens 288 2014

Dan Tyst Germany 80 3.6MW Siemens 288 2015

Amrumbank West Germany 80 3.6MW Siemens 288 2015

Gwynty Mor UK 160 3.6MW Siemens 578 2014

West of Duddon Sands UK 108 3.6MW Siemens 389 2014

Westermost Rough UK 35 6.0MW Siemens 210 2015

Humber Gateway UK 73 3.0MW Vestas 219 2014

Eneco Luchterduinen Netherlands 43 3.0MW Vestas 129 2015

Northwind Belgium 72 3.0MW Vestas 216 2014

Asia

Longyoan Rudong Intertidal Trial Project Extension China 68.1 4.0 & 6.5MW
Envision/
Mingyang

30.5 2014

Longyoan Rudong Intertidal Project Phase 1 
Extension

China 50 4.0MW
Siemens/
Envision

200 2014

Donghai Bridge Offshore Phase 2 China 26 3.6MW Sewind 93.6 2015

Shanghai Lingang phase 1 China 17 6.0MW Sinovel 102 2014

Zhuhai Guishan China 29 3.0MW Mingyang 87 2015

Jiangsu Binhai China 100 3.0MW Sinovel 300 2015

Jiangsu Dafeng China 80 2.5MW Goldwind 200 2015

Jiangsu Donghai China 55 3.6MW Sewind 200 2015

Jiangsu Xiangshui China 67 3.0MW N/A 201 2015

Zhejiang Putuo 6w China 50 5.0MW N/A 250 2016

Fujian Rutian Nanri Phase 1 China 100 4.0MW Siemens 400 2015

Fukushima Recovery Experimental Offshore Floating 
wind fam phase 2

Japan 2 7.0MW Mitisubishi 18 2015

Tamra Offshore Wind S.Korea 10 3.0MW Doosan 30 2014

North America

Cape Wind US 130 3.6MW Siemens 480 2016

Total 6,686.1

출처: BTM Consult: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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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풍력 전망

GWEC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시장 전망은 ʼ18년말 까지 총 278.2GW가 신규로 설치되

어 누적설치 용량이 596.3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 북미 및 아

시아에서 시장을 견인하나, 유럽과 북미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아시아

가 풍력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TM에서는 전 세계 풍력시장 전망은 ʼ18년말 까지 총 250.1GW가 신규로 설치되어 누

적설치 용량이 593.63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육상용은 ʼ18년까지 

222.9GW가 신규로 설치되어 누적설치 용량이 538.7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해상용

은 ʼ18년말 까지 26.2GW가 신규로 설치되어 누적설치 용량이 ʼ18년 32.9GW로 성장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a) 신규설치용량 전망

(b) 누적설치 용량 전망

[그림 3-158] 전 세계 연도별 신규설치용량과 누적설치용량 전망
출처: GWEC GLOBAL WIND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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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현황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75년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계통에 연계한 풍력발

전기는 ʼ92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요청으로 제주도 서귀포 중문에 설

치한 250kW(HSW사 모델)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민간 자본의 투자로 건설된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ʼ05년 경상북도 영

덕에 준공된 영덕풍력발전단지로서 1.65MW의 풍력발전기가 24기 설치된 총 39.6MW의 

시설용량이다. ʼ06년에 2MW 35기를 추가 설치한 강원도 대관령의 강원풍력발전단지는 총 

시설용량이 98MW로 국내 풍력발전단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ʼ08년 이전까지는 모두 외국의 터빈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기가 국내에 설치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산 풍력발전기가 ʼ0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

다. ʼ08년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 1 ․ 2 원전부지내에 유니슨(주)의 750kW 국

산 풍력발전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산화풍력발전 보

급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내 업체가 개발한 국산 풍력발전기가 활발히 설치되고 있다.

ʼ13년 말까지 국내에 보급된 중대형 풍력발전기는 41개단지, 312대, 534MW이며, 완제

품 수입이 225대 375.3MW로 대의 72.1%, 용량의 70.3%를 점유하여 외국산 의존이 심하

다고 하겠다. [그림 3-159]는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보급 현황, [그림 3-160]은 수

입 및 국산 제품의 설치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산은 라이선스 생산된 한진 산업의 1.5MW 

1대가 ̓06년에 최초로 설치되었고, R&D 성과물은 효성의 750kW, 2MW급을 ʼ07년에 실증 

및 인증용으로 자체 단지 내 설치를 시작으로 ʼ07년 이후 R&D 성과물은 54대, 106.5MW, 

라이선스 제품은 32대, 59.2MW를 점유하고 있으며, ʼ1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R&D 성과물은 48대, 100.8MW, 라이선스 제품은 30대, 55.5MW 로 대수 및 용량의 80%

에 이르고 있다.

국산 모델은 ʼ12년 보급용량 84.3MW의 77%, ʼ13년 보급용량 50.65MW의 100%를 점

유하고 있으며, ʼ13년에 설치된 20대 중에서 19대가 2MW급 이상으로 국내 주력 기종은 

2~3MW급이다.

해상용은 <표 3-10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제주 

지역 월정리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STX Wind power사의 2MW, Doosan의 3MW급 각 1

기가 실증완료 후에 운전 중에 있고, 해상용 모델은 효성 5MW, 현대중공업 5.5MW 모델이 

김녕 실증단지에서 인증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 및 경북 순으로 보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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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2013년 말 기준 풍력발전기 보급용량 현황

[그림 3-160] 2013년 말 기준 풍력발전기 보급대수 현황

우리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기위한 조치로 지방보급사업,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에 이어 ʼ10년 4

월에 RPS(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제정하고 ʼ12

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육상풍력사업이 각종 환경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화가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계획한 풍력사업이 지연되어 RPS(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 과

징금을 부과 받고, 풍력 제작사는 트랙레코드를 쌓지 못해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는 악순환

을 하여 왔다. <표 3-101>은 13개 발전회사가 지켜야할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의 의무공

급량을 규정한 내용 및 불이행으로 재조정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ʼ12년에 동서, 남동, 남

부, 서부, 중부발전 등 RPS 의무 이행사업자들에 부과된 전체 의무량은 642만 279REC(신

․ 재생에너지인증) 중 이행량 415만4227REC로 이행율이 64.7%에 불과하였다. 이 중에서 

168만616REC(26.3%)는 이행을 연기하였고, 57만9889(9.0%)는 불이행 판정을 받아서 

이듬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약 187억원에 달했고, ʼ13년 RPS 이행율도 67.2%에 그쳐 ʼ14년 

과징금 규모는 ʼ12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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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및 조정안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존 안(%)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출처: *2012 에너지 기후변화 편람, 에너지관리공단

5. 향후 추진 계획

우리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기위한 조치로 지방보급사업,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에 이어 ʼ10년 4

월에 RPS(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를 제정하고 ʼ12

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육상풍력사업이 각종 환경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화가 

지연되면서 발전사들은 계획한 풍력사업이 지연되어 RPS(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 과

징금을 부과 받고, 풍력 제작사는 트랙레코드를 쌓지 못해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는 악순환

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국내 상황에 따라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상의 신 ․ 재생에너지 

목표 (ʼ30년 11% → ʼ35년 11%) 조정과 의무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RPS 의무 공급량 10% 

달성 시기를 2년 늦은 ̒24년으로 재조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행여건

을 개선하였다. <표 3-102>는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조정안을 나타내었다.

<표 3-102>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안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존 안(%)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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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재4차 신 ․ 재생에너기본계획, 2014,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ʼ15년 부터 피크시간대에 가동되는 풍력발전 전력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신 ․ 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할당량 우대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ʼ14년 9월 12일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에

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해 피크시간대에 에너지를 생산해 방전하는 경우 우대가중치가 부여된다. 

<표 3-103>은 풍력에 ESS가 연계되었을 경우의 RPS 우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03> 풍력에 ESS 연계시 가증치

구분
현행 개정안

고정 평상시 피크시간(3~4h)

풍력 + ESS 1.0 1.0
ʼ15년 ʼ16년 ʼ17년

5.5 5.0 4.5
* 피크시간 : 봄(9~12, 3h), 여름(13~17, 4h), 가을(18~21, 3h), 겨울(9~12,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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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환경부는 풍력단지 건설과정에서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기존

의 풍력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대신하는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준인 ʻ육상풍

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ʼ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평가항목이 사업계획, 자연생태환

경, 지형 ․ 지질, 경관 등 7개 분야로 제한되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은 육상풍력 사업이 제한되며, 그 인접지역(500m~1km)

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일 경우에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

어 있다. 지침에서는 고산지로 올라갈 수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진입로를 낼 경우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

고, 도로 폭을 조정해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더라도,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1등급 권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할 경

우에도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한다는 전제하에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 기존 가이드라인(안)에 포함돼 

있던 규제는 제외시키는 등 개선된 안을 마련하여 육상풍력 사업화의 개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상풍력사업 추진의 장애가 많이 해결되어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물론 RPS 의무 비율 이행에도 풍력의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정부에서도 ̓14년 1월에 제 2차 ʻʻ국가에너지기본계획ʼʼ에서 신 ․ 재생에너지지는 경제

성 ․ 입지규제 ․ 보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가능 잠재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

하여 보급목표를 재설정 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 ․ 재생 보급여건

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35년 보급목표를 11%로 설

정하였으며, 원별로는 폐기물(29.2%), 풍력(18.2%), 바이오(17.9%) 및 태양광(14.1%)순

이며, 폐기물 ․ 바이오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동 감소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하는 것

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2014년 9월에 제4차 ʻʻ신 ․ 재생에너지기본계획ʼʼ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다. 본 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목표 변경에 따른 이행계획이 포함되었으며, ʻ35년 까지 1차 에

너지의 11.0%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풍력은 

1차에너지 기준으로 ̓12년 2.2%에서 ̒35년 18.2%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본 계

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내 보급을 위하여 기존의 ʻʻ정부주도ʼʼ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

도설계,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신 ․ 재생에너지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통한 자발적 민간투자 제고 등 ̒ ʻ민관파트너쉽ʼʼ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 ․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

계를 조성하고,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보급과의 상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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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신 ․ 재생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은 상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단

기과제와 미래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며, 단

기 과제는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정책 연계형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 추진과제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 기

술 및 융 ․ 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투자비용 최소화를 통해 원

활히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신 ․ 재생에너지원별 연도별 발전단가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연

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태양광, 육상풍력 및 해상 풍력의 발전단

가저감시나리오는 [그림 3-1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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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원별 발전단가 저감 시나리오(원/kWh)
출처: 재4차 신 ․ 재생에너기본계획, 2014,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11년에 수립된 [그림 3-162]와 같은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은 큰 틀에서는 변화

가 없으나 세부 이행 수단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ʼ11년 수립된 로드맵은 크게 단

기, 장기의 2단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작성된 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각 부분별

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육 ․ 해상용 풍력터빈개발, 풍력부품 경쟁력고도화, 

해상풍력단지개발기술, 인증시스템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등의 6대 분야에 ʻ30년까지 총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풍력분야에 꾸준한 예산 투입을 통해 기술자립과 보급촉진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풍력분야의 테스트베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1단계는 ʼ11년부터 3년간 2개의 테스트베드

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향후 2단계 육성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 조성된 인프라와 산학연 연

계로 광역클러스터로 구축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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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략 중장기전략
2011년 2013년 2015년 2020년 2030년

육상용 풍력 
발전시스템

선진사대비 Capital & O&M Cost 95%, AEP 100% 선진사대비 Capital & O&M Cost 90%, AEP 100%

저풍속형 3MW급 시스템 개발 육상실증
육상 보급시범단지 건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반연구 2~3MW급 시스템 경쟁력 고도화

해상용 풍력 
발전시스템

선진사대비 Capital & O&M Cost 95%, AEP 100%

3MW급 해상풍력발전 육/해상실증

5㎿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육/해상실증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육/해상실증

해상 시범단지 건설

풍력부품
경쟁력 고도화

블레이드 설계/제작 독자 기술력 확보 차세대 블레이드 설계능력 확보

PMSG 발전기 개발 초전도기술을 활용한 발전기 개발

고신뢰성 증속기 개발
고신뢰성 Yaw/Pich 시스템 개발

주요핵심부품 기술력 확보 및 개발

해상풍력
단지 개발기술

사업타당성지역 상세 풍황지도 작성

고정식 하부구조물 설계기술 확보

계통연계기술 개발
시공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 해상풍력단지 엔지니어링 기술 고도화

국제인증
시스템구축

국제 경쟁력보유 인증기관 육성 상호인증체계 구축
국제인정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중요부품 성능/신뢰성 평가시스템 구축

육상용 풍력발전기 Test Site 확대
해상용 풍력발전기 Test Site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식 풍력발전 기초기술 개발
Pilot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

부유식 시범단지 건설

[그림 3-162] 풍력발전 시스템 단기-장기 기술개발로드맵*
*2011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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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팀장  홍 정 조

제7절  수  력

1. 개요

가. 개념 및 구성요소

(1) 개념

수력발전(hydropower generator)은 하천 또는 호소 등에서 물이 갖는 유동에너지를 수

차를 이용하여 기계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으로 

낙차(H)와 유량(Q)에 의해 발전설비용량이 결정된다. 이때의 발전기 출력은 낙차(H)와 유

량(Q)의 곱에 비례하므로 사용수량은 지점별로 다르지만, 그 양이 연간 강수량에 비례하므

로 수차에 낙차가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댐을 막기도 하고, 수로 변경 등을 통해 발전방식

과 수력발전소 용량을 결정한다. 여기서, 낙차(H)는 상부에서 하부로 이용 가능한 최대 수

직거리이며, 손실로 인하여 감속한 낙차를 정격낙차(Net Head)라 하고, 유량(Q)은 초당 수

차를 지나가는 물의 양(㎥/sec)을 말한다. 수차를 회전시키는 물의 수량이 많고, 낙차가 클

수록 발전설비 용량이 커지고 전력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이 좋아진다.

P[kW] = 9.8 × Q(㎥/sec) × H(m) × η

P : 이론수력,  Q : 사용수량,  H : 유효낙차, η: 종합효율(수차효율×발전효율)

신 ․ 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수력은 1987년 이전에는 ʻ소수력발전 개발방안ʼ 업무처리지침

에 의거 설비용량 3천kW를 기준으로 일반수력(hydropower)과 소수력(small hydropower)

으로 구분하였다. 1987년에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에 설비용량 3천kW 이하

를 소수력으로 구분하였고, 2003년에 동법이 개정되어 설비용량 1만kW 이하를 소수력으

로 변경하였으며, 2005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이 개정되어 수

력설비용량 기준을 삭제하여 양수를 제외한 모든 수력설비로 일원화되었다. 현재 수력분야

의 연구개발 및 보급대상은 주로 발전설비용량 1만kW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 ․ 재
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수력발전 설비용량 5천kW이하만 지원하고 있다.

(2) 구성요소

수력발전시스템 구성은 [그림 3-163]과 같이 하천이나 수로에 댐이나 보를 설치하고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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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물을 유동하는 수압관로, 물이 떨어지는 낙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차발전기, 생산된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출력제어 등 발전소 운영을 위한 감시제어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63] 수력발전시스템 구성도

(3) 수력발전의 특징

(가) 청정에너지

수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CO2)이 석유나 석탄 등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적은 청

정에너지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나) 순국산에너지

수력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 변환효율 및 에너지 밀

도가 높아, 타 에너지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전공급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에너지자원으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수하다.

(다) 전력공급량 조정기능

수력은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기 생산이 가능하여 전력계통의 수요변화에 가장 신속

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특성과 부하 응동력으로, 첨두(peak) 부하와 주파수 조절을 담당하

여 전력계통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발전단가 장기 안정성

수력발전의 원가구성은 자본비가 대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연료비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타 전원과 비교하여 발전생산원가는 싸고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피크시간

대에 수력발전이 생산한 전력만큼 변동비가 비싼 중유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전력시장가

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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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외 시장동향

가. 국내 시장동향

(1) 개발 여건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써,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국토의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및 수문학적으로 수력자원 부존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수력개발은 부존자원량에 비하여 개발비중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원유공급의 불

확실성 및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부존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전력매입단가

의 현실적인 조정, 수차 제작기술의 국산화와 성능 향상을 통한 효율 증대 기술의 확보 등 

신 ․ 재생에너지개발 촉진 및 지원 정책 등으로 수력잠재량에 대한 개발 여건이 유리하게 조

성되고 있다.

(2) 잠재량의 정의

수력발전의 이론적 잠재량은 지역표면상에 강수된 물이 가지는 총에너지( )를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max
 



max


여기서 Q(H), Hmax, P, A(H) 및 ɡ 는 각각 H 표고상의 유량(㎥/s), 지표최고점의 높이

(m), 지역내 평균 강수고(m), H 등고상의 면적(㎡) 및 중력가속도(9.8㎨)를 나타낸다. 따

라서, 국내 수력 잠재량은 <표 3-104>와 같이 구분되며, 수계별 수력 잠재량을 toe로 환산

하면 <표 3-105>와 같이 낙동강, 한강, 금강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4> 수력잠재량의 정의

이론적 잠재량 우리나라 전체 유역 표면상에 강수된 물이 가지는 총 에너지

지리적 잠재량
이론적 잠재량에서 국립공원 유역을 제외하고, 유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출율을 
고려한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에서 시스템 효율과 가동율을 고려한 잠재량

시장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에서 4대강 본류 유역, 동서남해안 인근 및 도서유역을 제외한 유역의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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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5> 국내의 수계별 수력 잠재량
(단위:103toe/년)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 합계
이론적 잠재량 14,262 14,502 6,770 4,034 2,187 1,672 43,427
지리적 잠재량 7,796 7,782 3,436 2,074 1,338 272 22,698
기술적 잠재량 2,496  2,490 1,099  650  428  87 7,250
시장 잠재량 1,554  1,890  587  218  198  40  4,487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신 ․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3) 국내 수계별 시설용량 및 연간발전량 산정

전국의 수계별 단위유효낙차에 따른 시설용량과 연간발전량은 <표 3-106>과 같으며, 

잠재량에 대한 수계별 주제도는 [그림 3-164]와 같다.

<표 3-106> 수계별 시설용량 및 연간발전량 산정결과

권      역 시설용량(㎿) 연간발전량(㎿h)
한      강 105.00 403,264
낙 동 강 88.74 357,575
금      강 24.00 96,727

섬진, 영산강 14.07 56,701
제 주 도 0.14 378
합     계 231.95 914,645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신 ․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시설용량 주제도>

 

<연간발전량 주제도>

[그림 3-164] 전국 수계 시설용량 및 연간발전량 주제도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신 ․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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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동향

최근 소규모 수력개발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

를 동시에 직면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12

년 1월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인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단가 상승 및 최근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

력판매단가(SMP, System Marginal Price)의 상승, 국내 소수력 수차제작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개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져 발전회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민간으로 하여금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 3-107>과 같이 최근 국내 소규모 수력개발 추진 현황으로는 ʼ12.1월~ʼ14.8월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개발 사업은 44개소에 설비용량은 9,381kW로 이중 18개소는 농

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개발이 40%를 차지하는가 하면, 금년 7월 이후 2개월간 전기사업 허

가를 신청한 건수는 11개소 826kW로 10%정도 증가했으며, 신청건수의 9개소는 하수처리

장의 처리수를 이용한 저낙차 초소형 수류식 수차발전설비로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적용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107> 최근 국내 수력개발 추진 현황

구 분 발전소명 개발자 단위용량(㎾)×대수 설비용량(㎾)

건설 및 개발
(ʼ12.1 ~ ʼ14.6) 

33개소 - 48기 8,555

건설 및 개발
(ʼ14.7 ~ ʼ14.8)

유량몰이 경기난지 1 ㈜윈드로즈 30 × 1 30

유량몰이 경기난지 2 ㈜윈드로즈 50 × 1 50

유량몰이 서울서남 1 ㈜윈드로즈 80 × 1 80

유량몰이 서울서남 2 ㈜윈드로즈 80 × 1 80

유량몰이 서울중랑 2 ㈜윈드로즈 30 × 1 30

유량몰이 서울중랑 3 ㈜윈드로즈 48 × 1 48

유량몰이 서울중랑 4 ㈜윈드로즈 48 × 1 48

유량몰이 서울탄천 1 ㈜윈드로즈 50 × 1 50

유량몰이 서울탄천 2 ㈜윈드로즈 40 × 1 40

동화정수장 K-water 120 × 1 120

단  산 농어촌공사 250 × 1 250

11개소 11기 826

합  계 44개소 59기 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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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및 제도 현황

2012년 1월에 시행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하면 설비용량 5MW 이

하 수력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REC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

근 REC 거래가격이 80원/kWh을 상회하고, SMP 판매가격 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통해 경

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의 전력계통연

계 용량을 당초 변전소당 40MW에서 80MW까지 가능하도록 송 ․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

정을 개정하여, 그 동안 개발적지 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불가능하여 보류가 되었던 사업

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국외 시장동향

(1) 시장현황

국외의 경우 2013년 약 40GW 수력발전 시설용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전세계 

수력발전 설비용량의 4%가 상승한 1,000GW에 도달하였으며, 연간발전량은 3,750TWh

를 달성하였다. 국가별 수력발전소 시설용량/발전량을 살펴보면 중국(215GW/662TWh), 

브라질 (82.5GW/403TWh), 미국(78.2GW/257TWh), 캐나다(75.1GW/348TWh), 러시아

(46.9GW/166.5TWh), 인도(33.6GW/114TWh), 그리고 노르웨이 (29.9GW/118TWh) 

순이며, 점유율은 상위 7개국이 전세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신규 건설용량에서

도 가장 앞서고 있으며, 그 뒤로 터키, 브라질, 베트남, 인도, 러시아 순으로 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65] 2013년 수력 발전용량 점유율 상위 6개국
자료: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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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개발의 잠재량은 <표 3-108>과 같이 아시아, 남미, 유럽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

고, 경제적 잠재량에 있어서도 아시아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8> 세계 수력 잠재량
(발전량 : TWh)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북중비 남미 유럽 합계

개발 잠재량 3,909 17,962 5,511 7,541 4,919 39,842

경제적 잠재량 1,834 6,100 2,416 2,843 2,762 15,955

자료: Survey of Energy Resources, 2010

(2) 개발현황

수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은 Xiluodu 발전소가 7월에 상업발전을 시작하여 연말

에는 9.2GW의 발전설비가 운영되고, 2014년 준공시 총 시설용량 13.86GW가 운영될 예

정이다. 이는 Three Gorges 발전소(중국), Itaipu 발전소(브라질)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

째로 큰 발전소가 된다. 중국의 수력발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

으며, 중국 은행과 산업계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수력개발의 확대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2년 약 2GW 개발 이후, 2013년 2.9GW 추가 개발을 통해 총 설비용량 22.5GW를 운

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수력발전을 통해 59.2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수력설비 용

량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0위권의 국가에 해당된다.

브라질은 30MW 이하 소규모 발전소 264MW를 포함하여 1.53GW~2GW를 개발하여 

최소 85.7GW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Jirau 및 Santo Antonio 발전소의 경우 브라질 수력

개발의 트렌드를 대규모 댐식 발전소에서 수로식 발전소로의 변경 과정을 실증하는 곳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줄이고 수력개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은 2013년 1.3GW를 개발하여 총 14.2GW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급격한 추

세로 수력자원을 개발해 오고 있으나, 최근 Song Tranh 2 댐이 지진피해를 입어 기존 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신규 건설 축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5MW 이상 규모인 0.6GW를 포함하여 0.8GW를 설치하였으며, 러시아는 

3.2GW를 설치하였으며, 이중 0.7GW는 기존 노후발전시설을 현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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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기 술 개 발 사 업 명 수행기관

1974 소수력발전 입지조사 한국원자력(연)

1975 시범 소계곡 발전소의 연구조사 설계 한국원자력(연)

1982 ~ 1984 국내 소수력자원 조사 및 평가 에너지기술(연)

1983 ~ 1987 한국형 소수력발전시스템 개발 에너지기술(연)

1988 횡류형 수차 개발 에너지기술(연)

1988 소수력발전시스템 설계기술 에너지기술(연)

자료: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2014

[그림 3-166] 2013년 수력 발전용량 증가율 상위 6개국

3. 기술개발 및 수력산업 현황

가.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기술개발 배경

수력발전 기술개발은 제1차 석유파동이후 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에 의해 추

진되어 1974년 소수력 개발 입지조사와 1975년 시범 소계곡 발전소의 연구조사 설계
가 수행되었다. 소수력에 대한 관심은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더욱 고조되면서 1982

년 소수력발전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이

와 병행하여 소수력개발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부주도로 소수력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여 주로 자원조사, 수차개발, 운용기술 등의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실증 연구

를 추진하는 등 소수력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표 3-109> 소수력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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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기 술 개 발 사 업 명 수행기관

1991 저낙차용 수차 개발 생산기술(연)

1989 ~ 1992 소수력자원의 정밀조사 및 최적개발 분석 에너지기술(연)

1993 ~ 1996 소수력발전소의 최적운용기법 개발 및 적용 에너지기술(연)

1997 소수력발전소의 건설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에너지기술(연)

1997 ~ 1999 소수력발전소의 개발활성화 에너지기술(연)

1997 ~ 1999 카프란수차 설계기술 및 국산화기술 개발 에너지기술(연)

2002 ~ 2005 프란시스 수차 표준화 설계모형 개발 에너지기술(연)

2006 ~ 2008 프란시스 수차 실증연구 에너지기술(연)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신 ․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2) 개발현황

수차개발의 경제성은 개발지점의 조건에 따라 낙차가 높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풍부하고, 개발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낙차가 적고 개발규모가 작을수록 경

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수차제작 기술의 국산화와 성능 향상을 통한 효율 

증대 기술의 확보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내는 외국의 수차제작 기술에 의존하여 왔으나, 정부의 국

산화 기술개발 의지에 따라 국가 R&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수차제작 기술 국산화

와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차의 성능향상을 위해 2013년 11월 K-water 연구원에 수차성능시험센터를 설

치하여 그간 외국에 의존하여 온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수차 효율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수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차 효율 또한 외국 수차효율(80%~90%)에 상당히 근접하게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표 

3-110>은 국내 수차 제작업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수차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10> 국내 수차 제작업체 현황

제작회사
수차형식별 제작능력(㎾)

프란시스 카플란 프로펠러 펠톤 크로스플로우

대양수력 3,000 1,500 1,000 - 65

금성이엔씨 50 350 5 5 -

신한정공 - - 110 - -

동아기공 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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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물의 위치에너지와 유량만을 이용한 수력개발에서 하수처리장, 양어장 등과 같이 

물의 유속을 활용한 저낙차 수류식 초소형 수차를 개발 ․ 적용하고 있어, 지금까지 개발조건

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던 지점들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3-167]은 수류식 초소

형 수차발전기 적용 장면이다

[그림 3-167] 서울시 중랑소수력발전소 적용 전경
자료: 수류식 초소형 수차발전기(10㎾), ㈜금성 E&C 제공

나.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기술개발 배경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후 정부가 수력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1990년 초에 낙차와 유량에 따라 표준범위에 적합한 수차를 형식별로 표준화하

고, 대량생산에 의한 수차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가능한 자원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력발전은 다른 신 ․ 재생에너지에 비해 개발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가동실적도 많고 축

적된 기술력도 높은 편이다. 수력발전은 신 ․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에너지변환 효율이 가장 

높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이 3%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요국의 수차 제작업체 현황은 <표 3-111>과 같다.

<표 3-111> 국가별 수차 제작업체 현황

국 가 제작회사 수차 종류
미  국 Allis-Chalmer Co Tube, Francis, Propeller Turbines
일  본 Fuji Francis, Tube, Bulb Turbines
중  국 CMEC Francis, Kaplan Turbines

노르웨이 GE Energy Bulb, Francis, Kaplan, Pelton, Propeller, Mini or Small-Scale Turbines
독  일 Voith Hydro Pelton, Francis, Kaplan
스웨덴 TURAB Francis, Kaplan & axil, Bulb & axil Turbines

오스트리아 GEPPER Pelton, Francis, Diagonal, Kaplan, Compact Turbines
프랑스 Alstom Francis, Pelton, S Type & Pit Turbines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3, 신 ․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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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전소명(용량:㎿) 설비용량(㎿)

계 16개소 1,595.78

K-water
(9개소)

소양강(200), 충주(412), 대청(90), 안동(90), 합천(100), 주암(22.5), 
임하(50), 남강(14), 용담(22.1)

1,000.6

(2) 국외 수력산업 현황

수력설비 용량은 2008~2013년 동안 이전 5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들어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2012년 대비 신규 발주가 감소하였다. 일례로, Andritz Hydro 회사

가 규모 및 신규 발주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Voith Hydro 회사 또

한 규모면에서는 6% 증가하였으나, 신규물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는 

많은 지역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Alstom은 신규 건설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존 설비의 현대화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Dongfang 회사는 2012년 대비 28.6% 증가한 4.2GW를 건설하였다. 특히 

Xiluodu 발전소에 770MW 발전기를 설치하였으며, Harbin은 2012년 대비 3.7% 감소한 

3.2GW를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수차발전기 제조사들은 800MW이상 발전기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발전소 건설 유형도 저수지

식에서 수로식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량변화에 적용이 

가능한 수차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4. 국내 ․외 보급 현황

가. 국내 보급 현황

(1) 수력발전소 현황

수력은 양수, 일반수력, 소수력으로 구분하고, 2013년말 기준 양수를 포함한 수력설비 용

량은 6,454MW로 총 설비용량의 7.4%를 점유하고, 발전량은 8,483GWh로 1.65%를 점유

하고 있다. 일반수력은 <표 3-112>와 같이 총 16개소로 전력거래량은 3,561GWh로 0.7%

를 점유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1,596MW로 총 설비용량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연료

원별 발전설비용량과 전력거래량은 <표 3-113>과 같으며 전력시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적으나, 전력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중앙급전부하(설비용량 20MW 이상)로써 계

통안정에 기여된다. 수력발전은 전력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중앙급전부하와 전력수요를 조

절하지 못하는 비중앙급전부하로 구분하며, 중앙급전 수력발전소는 피크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표 3-112> 대수력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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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전소명(용량:㎿) 설비용량(㎿)

한수원
(7개소)

화천(108), 춘천(62.28), 의암(48), 청평(140.1), 팔당(120), 
섬진강(34.8), 강릉(82)

595.18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4

<표 3-113> 연료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거래량
(발전량: ㎿, GWh)

구   분 원자력 유연탄 국내탄 LNG 유류 양수 수력 소수력

2011
18,716

(147,763)
24,254

(185,778)
1,125
(7,777)

18,517
(96,005)

5,337
(9,568)

4,700
(3,214)

1,590
(4,123)

122
(366)

2012
20,716

(143,548)
24,312

(184,603)
1,125
(8,020)

20,152
(105,177)

5,100
(14,524)

4,700
(3,634)

1,590
(3,348)

148
(513)

2013
20,716

(132,465)
24,371

(186,987)
1,125
(7,371)

23,600
(119,875)

5,040
(14,757)

4,700
(4,088)

1,596
(3,561)

159
(662)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4

(2) 소수력발전소 현황

국내 소수력발전소는 <표 3-114>와 같이 108개소에 설비용량 159.4MW이며, 2013년

도의 연간 발전량은 662G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42개소, 한국전력공

사 및 발전회사 17개소, 민간 발전사업자 23개소, 한국농어촌공사 13개소, 지자체 1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정수장 4개소, 하천 3개소) 등 1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3-114> 소수력발전소 현황

구   분 설비용량(㎾) 점유율(%)

108개소 159,390 100

K-water(42개소) 70,790 44

한전 및 발전회사(17개소) 38,117 24

민간 발전사업자(23개소) 35,044 22

한국농어촌공사(13개소) 8,144 5

지자체 등 기타(13개소) 7,295 5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4

나. 해외

(1) 수력발전소 현황

해외 수력발전설비 시장은 개발 역사가 오래되어 기존에 설치된 발전설비(874GW)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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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력발전설비

용량(㎿)
수력발전량

(TWh)
총설비용량

(㎿)
총발전량
(TWh)

수력발전 
비율(%)

수력발전량 
비율(%)

미국 78,200 257.0 1,040,000 4,120.0 7.52 6.24 
캐나다 75,077 348.1 130,543 588.0 57.51  59.20 
핀란드 3,100 12.8 16,372 83.1 18.93  15.40 

노르웨이 29,973 117.9 31,438 124.4 95.34  94.77 
스웨덴 16,200 65.3 35,701 129.4 45.38  50.46 

아이슬란드 1,883 12.3 2,579 17.1 73.01  71.93 
영국 1,649 5.7 90,208 346.0 1.83  1.65 

프랑스 21,300 68.0 123,500 550.3 17.25  12.36 
독일 4,350 19.1 172,400 612.0 2.52  3.12 

이탈리아 17,800 45.5 111,000 288.9 16.04  15.75 
스페인 18,559 22.9 94,966 275.1 19.54  8.32 

능개선과 신규 수력개발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화석연료가 여전히 발전원을 지

배하고 있지만, 60개국 이상이 자국 전력수요의 절반이상을 수력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

으며,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CO2억제 정책으로 수력발전설비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15>와 같이 해외 수력발전설비용량 및 수력발전량 

현황으로 볼 때, 수력발전이 많이 보급된 국가는 지리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중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인도, 노르웨이 등에서 수력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하게 개발되

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해 가장 많은 수력에너지를 이용하는 

국가로 글로벌 설치용량의 24%를 차지한다. 수력발전 설비용량면에서 가장 큰 상위 5개국

은 중국, 브라질, 캐나다, 미국, 러시아로 중국은 수력발전 능력이 213,400MW로 세계1위

이며, 2020년까지 수력발전설비 3,000MW를 추가 보급시켜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한때 세계에서 수력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였으

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브라질, 미국에 추월당하여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유럽의 

경우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개발되어 노르웨이는 총 발전설비용량

(31,438MW) 대비 수력발전설비용량(29,973MW)이 9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발전

량(117.9TWh) 대비 수력발전량(124.4TWh)은 94.8%로 국가 대부분의 전력공급을 수력

발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신흥 공업국 중심의 전

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력 부족분을 주변국가(미얀마, 라오스 등)로부터의 전

력구매를 통해 공급하고 있어 파키스탄 등 상대적으로 수력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수력개

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 개발 완료된 수력발전은 2011년 기준 약 

874GW(연간 발전량 : 3,229TWh)이며, 추가 개발 잠재력은 아시아가 가장 크며, 다음으

로 남미가 크다.

<표 3-115> 주요국 수력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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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력발전설비

용량(㎿)
수력발전량

(TWh)
총설비용량

(㎿)
총발전량
(TWh)

수력발전 
비율(%)

수력발전량 
비율(%)

러시아 46,873 166.5 218,145 1,019.0 21.49  16.34 
포르투갈 4,988 16.2 17,920 54.0 27.83  30.00 
그리스 3,018 6.0 15,397 52.0 19.60  11.54 

루마니아 6,423 19.5 20,630 60.4 31.13  32.28 
불가리아 1,434 5.1 11,500 44.8 12.47  11.38 

중국 213,400 662.2 962,190 3,759.0 22.18  17.62 
일본 48,419 91.7 285,729 1,107.8 16.95  8.28 
인도 33,606 114.0 173,626 811.1 19.36  14.05 

베트남 5,500 24.0 16,048 97.3 34.27  24.67 
필리핀 3,291 6.4 13,459 59.2 24.45  10.81 

싱가포르 0 0 9,970 35.9 0.00  0.00 
호주 7,860 12.2 49,110 204.0 16.00  5.98 

브라질 82,458 403.3 117,134 532.9 70.40  75.68 
칠레 5,991 23.9 17,530 62.4 34.18  38.30 

아르헨티나 10,045 39.9 33,810 128.9 29.71  30.95 
자료:  World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Report 2013, UNIDO & ICSHP(2013)

(2) 소수력발전소 현황

선진국에서는 소수력개발의 사회 ․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문학적 자료 등 기초 통

계자료의 확보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을 기울여 소수력발전을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

라 주요 에너지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소수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 ․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표 3-116>과 같이 설비

용량에 따라 분류하며 다수 국가에서 소수력을 신 ․ 재생에너지로 포함하고 있다.

<표 3-116> 국가별 소수력 구분 기준

기 준(㎿) 국  가 기 준(㎿) 국 가

 ≤ 50 캐나다, 중국 ≤ 15 아르헨티나, 그리스

≤  30 브라질, 미국, 베트남
≤  10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2 ~ 25 인도

2.1 ~ 20 칠레 ≤  5 독일

자료 :  World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Report 2013, UNIDO & ICSHP(2013)

소수력개발을 위한 자원의 타당성 평가 기법, 발전소의 최적 설계기법, 수차 발전시스템

의 간소화 및 표준화, 자동제어시스템의 개발 및 최적 운용기법 개발 등 국가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표 3-117>과 같이 설비용량 기준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순으로 많이 운영되는 등 소수력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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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해외 소수력발전 보급현황

국  명 설비용량(㎿) 국  명 설비용량(㎿) 국  명 설비용량(㎿)
중  국 36,889 오스트리아 1,109 한  국 159
미  국 6,785 브라질 1,023 터  키 175
캐나다 4,449 베트남 622 파키스탄 107
일  본 3,503 포르투갈 450 인도네시아  99
인  도 3,198 루마니아 387 말레이시아  87

이탈리아 2,735 핀란드 302 아르헨티나  66
프랑스 2,110 체  코 297 벨기에  61
스페인 1,926 페  루 254 아일랜드  42

노르웨이 1,778 영 국 230 룩셈부르크  34
독  일 1,732 그리스 195 콩 고  26
스웨덴 1,194 스리랑카 194 볼리비아  21

자료 : World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Report 2013, UNIDO & ICSHP(2013)

5. 향후전망

가. 국내 수력개발 향후 전망

수력개발이 가능한 적지는 댐, 수도시설의 관로, 농업용저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양어

장, 농업용 보 등 개발지점은 매우 다양함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

서 기술개발 여건 조성 및 재정적 지원강화, 개발지점 주변 지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

다. 수력개발 잠재량은 2. 국내 ․ 외 시장동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설비용량 약 232MW

의 개발 가능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의 유속만을 활용한 저낙차 수류식 초소형 

수차의 개발로 개발 잠재량은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국외 수력개발 향후 전망

수력발전은 총 1,000GW가 설치되어 글로벌 전력 설비의 20%, 발전량의 16%를 차지하

는 주요 발전원으로 2035년까지 수력개발은 722GW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수력발전

사업은 신흥국의 경우 신규 설치, 유럽과 북미는 기존 노후발전소에 대한 현대화를 중심으

로 발전될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력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수력

발전 잠재량 대비 25%만이 개발되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 오세아니아, 남미의 개

발 잠재량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0MW이상 대수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2017년까지 연간 200GW가 증설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사업별로 1GW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44개소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World bank가 대수력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저개발국의 수력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기업들의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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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연구원 본부장  김 정 환

제8절  해  양

1. 개요

인류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문제와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갈되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

는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구 표면의 75%를 차지하는 해양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

지를 가진 집합체로서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부식이나 압력, 예측할 수 없는 해황 등, 해양 특유의 가혹한 환경으

로 해양에너지는 타 신 ․ 재생에너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의 진행이 더딘 편이다.

해양은 파랑, 조위, 조류, 수온, 염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하며, 해양에너지 자원은 

고갈될 염려가 전혀 없고, 일단 개발되면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이용이 가능하고 오염문제

가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연안 해역은 다양한 가용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분

포하며, 설치 가능한 해역 또한 광범위하여 해양에너지 자원은 우리나라 연안역에서도 대

규모로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화석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에너지 자원의 활용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과 이에 따른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광의로 본 해양에너지에는 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염도차, 및 해양바이오 에너지 

및 해상풍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 보다는 풍력에너지 

분야, 해양바이오는 바이오에너지 분야로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적인 의미로 파력, 조력, 조

류 및 해수온도차 및 염도차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다루고자 한다.

해양은 방대한 해양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며(<표 3-118>), 전 세계의 해양에너지 발전 

잠재량은 총 82,950TWh로 추정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748MW에 이르

는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발전시설용량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량은 52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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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에너지는 주기적인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르는 위치에너지인 조력에너지와 해

수면 높이의 국부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해수의 수평흐름 운동에너지인 조류에너지로 구분

되며, 천해 연안역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다. 반면에 파랑에너지는 외해로 나갈

수록 밀도가 높아지므로 보다 대규모 자원 개발이 가능한 외해로 점차 적용이 확장되고 있

으며, 깊은 수심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의 극복이 관건이나 천해 연안역에 비해 약 10배에 달

하는 파랑에너지 자원이 외해 연안역에 부존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연간 

2,000TWh의 전력이 파력발전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전기 소

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

우 궁극적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해양에너지로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5% 정도를 조류에너지, 나머지 15%를 파력에너지 그 중에서도 심해 파력에

너지에서 얻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3-118> 해양에너지 개발 단계 및 잠재 자원량 (단위 : TWh/year)

항  목 Stage of development
Theoretical potential, 

worldwide

Tidal Range
(barrage)

Large commercial scale 
development, But low future 
prospects due to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1,200 TWh/year

Tidal Stream
Few pilot
Projects, full-scale demonstration,
including one commercial prototype

470 TWh/year

Wave Power
Few pilot
Projects, full-scale demonstration,

29,500 TWh/year

Ocean Thermal Energy Experimental 44,000 TWh/year

Salinity Gradient power Laboratory scale 1,650 TWh/year

출처: ｢Marine&Ocean Energy Development｣, APEC Energy Working Group, 2013.

우리나라의 서해는 세계적인 조력발전 적지로서 우수한 개발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가

로림만 500MW, 인천만 1,500MW, 강화만 800MW, 해주만 2,300MW 등 총 6,500MW

의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조류발전 대상 적지로는 울돌목(50MW), 장죽수도

(150MW), 맹골수도(250MW) 등이 대표적이며, 총 1,000MW의 부존량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연안해역의 파력에너지 부존량은 6,500MW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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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장동향

해양에너지 이용은 국내 및 국외에서도 활발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실증시험단계 수준에 이

르 다. 실증시험이란 해양에너지 변환장치(파력, 조력, 조류, 해수온도차, 염분차 등)의 기

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써, EMEC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2003년 

설립된 EMEC(European Marine Energy Centre)은 Billia Croo에 파력 시험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는 해양에너지 산업 보건 및 안전지침, 인증, 설계기준, 신뢰성, 유지보수, 수

명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준을 제시 하는 센터로 자리 매김하였다. 

국내에서는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ʻʻ해양에너지 실해역 실

증시험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ʼʼ 를 통해 서 ․ 남해안 지역의 조류발전 실증시험장 적

지를 조사하고 시험장 개발의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국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양에

너지 발전장치들의 실증 수요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업단계 시제

품 또는 스케일(Scale) 모형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시험장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가. 국내

국내의 해양에너지 시장은 초기에는 조력발전에 의한 주도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조류발전과 파력발전의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어 해양에너지 총 설치용량이 2020년 

1.9GW, 2030년 3.2GW에 이를 전망이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에너

지는 2020년에는 전체 신 ․ 재생에너지의 5.2%, 2030년에는 4.7%를 차지할 전망이며, 특

히 신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 부문에서는 2020년 16.5%의 비중이 예상된다.

<표 3-119> 해양에너지 보급 전망

항  목 2008 2010 2015 2020 2030

설치용량(MW) 1 255 835 1,948 3,228

에너지량(toe) 219 692,50 392,872 907,340 1,539,900

출처: ｢해양에너지의 미래 전망과 국가적 발전 전략 연구｣, KAST, 2012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

었으나 본격적인 발전시설은 아직 건설된 사례가 없다. 현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추진 중

인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은 조력과 조류 발전 분야이다. 조력발전은 2010년 완공된 시화조

력발전소를 포함하여 가로림, 강화, 인천, 천수만 등의 지역이 검토 중이며 조류발전은 인

천, 진도, 장죽수도 등에서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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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0> 국내 조류발전 개발계획

구  분 시설용량(MW) 기간 개발계획

인천 200 2012-2015 타당성 검토 중

신안 260 2012-2016 타당성 검토 중

완도 300 2015 계획

울돌목 50 2018 실증시험중

대방 20 2011부터 예비타당성 조사후 보류

맹골 250 2018 계획

장죽 150 2018 계획

<표 3-121> 국내 조력발전 개발계획

구  분
평균대조차

(m)
조지면적

(㎢)
시설용량

(MW)
연간 발전량
(GWh/year)

추진현황

시화호 7.8 43.15
254

(수차10기, 수문8문)
552 가동 중

가로림만 6.7 96.03
520

(수차20기,수문12문)
950

환경영향 평가서 
재보완 진행 중 

인천만 7.7 157.45
1320

(수차44기,수문20문)
2,4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진행 중 

강화 7.8 36.9
420

(수차14기,수문4문)
7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진행 중 

아산만 8. 31.4
254

(수차10기,수문8문)
545

타당성조사 진행 
중

해양에너지 개발은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반하기에 이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시화조력, 가로림 조력의 경우 각각 약 3,600억원, 약 1조원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

망되며, 강화도와 전남 지역에서 계획 중인 조류발전단지들의 경우에도 각각 덕적도 8,000

억원, 신안군 1조원, 장죽수도 및 맹골수도 1조 5천억원의 건설비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해양에너지 개발 시의 건설비용은 토목건설 부분이 약 50%, 기계 ․ 전기 부분이 약 50%를 

차지하므로 향후 5년간 약 4조 6,600억원 규모의 토목건설과 기계 ․ 전기 설비시장이 새롭

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력발전은 기술적인 어려움의 극복과 발전단가 저감을 통한 경제성의 제고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

고 있다. 파력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연안 해역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가용에너지원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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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므로, 발전효율이 개선되고 단지화 및 복합발전 등을 통해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

상되는 2015년 이후에는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이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력과 해

상풍력을 이용하는 복합발전의 경우 파력발전과 해상풍력 관련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이른 

뒤 대규모 단지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해수온도차에너지의 경우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보다는 지역냉난방 등 열에너지 이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온도차 냉난방시스템은 에너

지절감 효과에 따른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해수온도차 이용의 핵심이 

되는 히트펌프 시장은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된다. 

미래형 재생에너지원으로 연구개발 가능성이 큰 염도차 발전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염도차 발전이 재생에너지원으

로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기술 발전 속도 또는 가능성 등의 평가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국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조류, 파력 등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으며 성장속도도 신 ․ 재생 에너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해양에

너지 시장은 2011년 기준 100MW 미만이나 2015년 경에는 매년 50MW, 2026년 이후에

는 매년 1GW 규모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16GW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Global 

Ocean Energy Markets and Strategies : 2010-2030, IHS 2010) 특히, 영국은 유럽 

해양에너지 부존량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해양에너지 시장이 될 것

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밖에 아일랜드, 포르투

갈, 노르웨이 등도 유망한 시장이다.

조력발전은 상용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해양에너지로 현재 운용중인 조력발전

소는 프랑스 Rance, 캐나다 Annapolice, 러시아의 Kislaya Guba 그리고 중국의 

Jiangxia를 들 수 있다(<표 3-122>). 중국에는 Jiangxia 외에도 8개의 조력발전소가 가

동되고 있으나 규모와 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위에서 예로든 조력발전소 외에도 아르헨

티나, 호주, 캐나다,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조력발전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력 ․ 조류에너지 시장전망 보고서("The World Wave and Tidal Market Report 

2011-2015ʼʼ, Douglas-Westwood, 2011)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ʼ11~ʼ15) 

파력과 조류에너지 발전 시설이 시설용량 기준 150MW 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영국은 

추가 발전시설 150MW 중 73%인 11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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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국가
평균조차

(m)
조지면적

(km2)
가능용량

(MW)
예상생산량
(TWh/년)

San Jose 아르헨티나 5.8 778 5,040 9.4

Golfo Nuevo 아르헨티나 3.7 2,376 6,570 16.8

Santa Cruz 아르헨티나 7.5 222 2,420 6.1

Rio Gallegos 아르헨티나 7.5 177 1,900 4.8

Walcott Inlet 호주 7 260 2,800 5.4

Cobequd 캐나다 12.4 240 5,338 14

Shepody 캐나다 10 115 1,800 4.8

위치를 차지하고, 캐나다와 미국 등이 그 다음으로 큰 시장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12억 달러로 이전 5년(ʼ06~ʼ10) 동안 

투자된 금액의 6배 이상 급증한 액수이다. 

[그림 3-168] 설치용량 기준 세계 해양에너지 성장 전망 : 2010-2030 (MW)
출처: ｢해양에너지의 미래전망과 국가적 발전전략 연구｣, KAST, 2012

<표 3-122> 운영 중인 조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국가 시설용량(MW) 최대조차(m) 준공년도

La Rance 프랑스 240 13.5 1966

Annapolis Royal 캐나다 20 8.7 1984

Jiangxia 중국 3.2 8.4 1985

Kislaya Guba 러시아 0.4 9 1968

시화호 한국 254 7.8 2010

<표 3-123> 주요 조력발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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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국가
평균조차

(m)
조지면적

(km2)
가능용량

(MW)
예상생산량
(TWh/년)

Gulf of Khambat 인도 7 1,970 7,000 15

Severn 영국 7 520 8,640 17

Knik Arm 미국 7.5 - 2,900 7.4

Turnagain Arm 미국 7.5 - 6,500 16.6

Mezen 러시아 6.7 2,640 15,000 45

Penzhinsk 러시아 11.4 20,530 87,840 190

Tugar 러시아 6.8 1,080 7,800 16.2

3. 기술개발 현황

해양에너지 변환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해양의 

불리한 접근성과 거친 환경조건에 기인하여 실증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해역에서 검증된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다([그림 3-169]).

해양에너지 관련 기술 중 실용화되어 상용발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조력발전과 소규모

의 파력발전이며,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기초연구단계를 거쳐 Full Scale 

실해역 실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조류발전, 해수온도차발전 및 중규모의 파력발전이 있다

[그림 3-170].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 대부분이 조류발전 및 파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은 <표 3-124>와 같다.

해양에너지 기술의 특허등록 건수, 영향력지수, 경쟁력지수를 지표로 각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양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는 영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조력발전은 한국, 프

랑스, 러시아, 캐나다와 중국, 조류발전은 영국, 미국, 캐나다와 노르웨이, 파력발전은 영

국, 미국, 덴마크,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해수온도차발전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개발이 상대

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171]). 특히 파력발전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

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한국, 미국, 유럽에서는 특허증가율도 높아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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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개발
분야

개발기술 유형 국가 개발현황

Ocean Power 
Technologies

Wave Point Absorber 미국 commercialization

Oceanlinx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호주 commercialization

Seabased AB Wave Point Absorber 스웨덴 commercialization

Wavegen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영국 commercialization

Aquamarine Power Wave
Oscillating Wave Surge 

Converter
영국 Full scale test

AW-Energy Wave
Oscillating Wave Surge 

Converter
핀란드 Ful scale test

AWS Ocean Energy Wave Air turbine 영국 Ful scale test

[그림 3-169]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단계의 특성
출처: ｢ANNUAL REPORT 2012｣, OES, 2012.12

[그림 3-170] 해양에너지 변환시스템의 기술 성숙도
출처: ｢OCEAN ENERGY : TECHNOLOGY READINESS, PATENTS, DEVELOPMENT STATUS AND 

OUTLOOK｣, IRENA, 2014. 08

<표 3-124> 해양에너지 기술을 개발 중인 주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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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개발
분야

개발기술 유형 국가 개발현황

PelamisWave Power Wave Attenuator 영국 Ful scale test

40 South Energy Wave Point Absorber 이탈리아 Small scale test

Wave Dragon Wave Overtopping 덴마크 Small scale test

Columbia Power 
Technologies

Wave Point Absorber 미국 Small scale test

Carnegie Wave Energy Wave
Oscillating Wave Surge 

Converter
호주 Small scale test

DexaWave Wave Attenuator 덴마크 Small scale test

EmbleyEnergy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영국 Small scale test

Independent Natural 
Resources Inc

Wave Point Absorber 미국 Small scale test

Norwave Wave Overtopping 노르웨이 Small scale test

Ocean Energy Ltd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아일랜드 Small scale test

Pelagic Power Wave Point Absorber 노르웨이 Small scale test

PipoSystems Wave Point Absorber 스페인 Small scale test

SDE Energy Wave Wave-Flapping Device 이스라엘 Small scale test

Tecnalia Wave Attenuator 스페인 Small scale test

Wave Star Energy Wave Point Absorber 덴마크 Small scale test

Wavebob Wave Point Absorber 아일랜드 Small scale test

WAVEenergy Wave Overtopping 노르웨이 Small scale test

WavePlane Wave Overtopping 덴마크 Small scale test

Waveberg Development Wave Attenuator 미국 Tank test

WET-NZ Wave Point Absorber 뉴질랜드 Tank test

BioPower Systems Wave
Oscillating Wave Swell 

Converter
호주 Tank test

Hidroflot Wave Point Absorber 스페인 Tank test

Resolute Marine Energy Wave Point Absorber 미국 Tank test

Sync Wave Systems Wave Point Absorber 캐나다 Tank test

Tractebel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브라질 Tank test

Trident Energy Wave Point Absorber 영국 Tank test

Able Technologies LLC Wave Point Absorber 미국 Design

Ecowas Wave Point Absorber 독일 Design

Kinetic Wave Power Wave Overtopping 미국 Design

Leacon Wave Energy Wave Oscillating Water Column 덴마크 Design

Ocean Motion International Wave Point Absorber 미국 Design

Marine Current Turbines Tidal Horizontal Axis 영국 Full scale test

Verdant Power Tidal Horizontal Axis 미국 Full sca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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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개발
분야

개발기술 유형 국가 개발현황

Alstom Clean Current Tidal Ducted Horizontal Axis 캐나다 Full scale test

Atlantis Resources 
Corporation

Tidal Horizontal Axis 영국 Full scale test

Hammerfest Strom AS Tidal Horizontal Axis 노르웨이 Full scale test

KORDI Tidal Vertical Helical Turbine 한국 Full scale test

OpenHydro Tidal Ducted Horizontal Axis 아일랜드 Full scale test

ScotRenewables Ltd. Tidal Floating Horizontal Axis 영국 Full scale test

Tidal Generation Limited Tidal Horizontal Axis 영국 Full scale test

VoithHydro Tidal Horizontal Axis 독일 Full scale test

Blue Energy Canada Tidal Vertical Helical Turbine 캐나다 Small scale test

Fri-El Sea Power Tidal Floating Horizontal Axis 이탈리아 Small scale test

Hidrohelix-Sabella Tidal Horizontal Axis 프랑스 Small scale test

Hydro-Gen Tidal Horizontal Axis 프랑스 Small scale test

Lunar Energy Tidal Ducted Horizontal Axis 영국 Small scale test

Neptune Renewable 
Energy

Tidal Vertical Axis 영국 Small scale test

Ocean Flow Energy Tidal Floating Horizontal Axis 영국 Small scale test

Tocardo Tidal Energy Tidal Horizontal Axis 네델란드 Small scale test

UEK Corp Tidal Horizontal Axis 미국 Small scale test

Free Flow 69 Tidal Vertical Axis 영국 Small scale test

Hydro Alternative Energy Tidal Vertical Axis 미국 Tank test

Tidal Energy Ltd Tidal Horizontal Axis 영국 Tank test

Tidal Stream Tidal Horizontal Axis 영국 Tank test

Bourne Energy Tidal Horizontal Axis 미국 Design

Cormarent Limited Tidal Vertical Axis 영국 Design

Ecomerit Technologies Tidal Horizontal Axis 미국 Design

Hydra Tidal Tidal Floating Horizontal Axis 노르웨이 Design

Hydroventuri Tidal Venturi 영국 Design

Lockheed Martin OTEC OTEC 미국 Small scale test

출처: ｢Ocean Energy:State of the Are｣, SI Ocean, 2013, ｢Ocean Energy : TECHNOLOGY READINESS, PATENTS, 

DEPLOYMENT STATUS AND OUTLOOK｣, IRENA, 20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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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국가별 해양에너지시스템 연구개발 및 실용화 건수
출처: ｢해양에너지의 미래전망과 국가적 발전전략 연구｣, KAST, 2012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학교, 한국해양연구원

(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도적으로 해양에너지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

업도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해양에너지 기술수준(ʻʻ2012년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연구,2013.02)은 

성장기 수준 수준이라 보고되었으며, 국내 기술수준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EU 대비 79.0% 이며, 기술 격차는 5.2년이다(<표 3-125>). 에너지 분류로 나누어 

보면 조석현상을 이용하는 조력발전 및 조류발전기술은 EU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

지만 파력, 온도차, 염도차의 경우 약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에너지별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편중된 사항으로 사료된다.

<표 3-125> 국내 해양에너지 기술수준

국가명
세계최고 기술수준(100%)

대비 기술수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년)
2010 2012 2010 2012

한국 52.4 79.0 8.5 5.2
미국 93.2 93.2 - 1.2
일본 89.8 89.1 - 2.8
중국 48.8 67.1 - 7.6
EU 100 100 - 0.0

출처: ｢2012년 기술수준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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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력발전

파력발전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설치 구조물을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한번 설치 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어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

랫동안 파력에너지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입지선정이 어렵고 초기 제

작비가 높아 적정 발전 단가 책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에너지 변환기술의 발전과 다

양한 실해역 실증을 통해 점차 파력에너지의 대규모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력발전의 에너지 변환 기술은 에너지 변환원리에 따라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

형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설치 형태에 따라서 착저식(또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하

기도 한다. 가동물체형은 파랑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주기적인 상하운동을 에너지 

변환장치를 통하여 기계적인 회전운동 또는 축 방향 운동으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

전방식으로,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여러 형태의 기구를 사용하

여 파랑에너지를 물체에 직접 전달하고, 이 때 발생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전기에너지로 변

환하는 방식으로 파력발전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파도가 진행하는 힘 또는 파도의 상하 운동을 이용하여 공기를 압

축 활용하는 방식으로, 파랑에너지에 의한 발생된 공기의 흐름 중에 터빈을 위치시켜 전기

를 얻는 파력발전 방식이다. 입사파가 장치의 전면에서 반사되어 중복파가 형성되고, 이 때 

발생하는 수면의 상하 움직임이 장치 전면의 개구부를 통해 공기실 내로 전달되어 공기실 

안의 공기가 압축/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이에 의해 공기실 상부 노즐분에 공기의 흐름이 발

생하게 된다. 월파형 파력발전은 파랑의 진행방향 전면에 사면을 두어 파랑에너지를 위치에

너지로 변환하여 저수한 후 형성된 수두차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하부에 설치한 수차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실해역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은 Wavegen社(영국)의 

Limpet, WavEC社(포르투갈)의 Pico 플랜트, Oceanlinx社(호주)의 Energetech 플랜트

가 있으며,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오랜 실해역 경험을 갖고 있고, 모두 착저식이다. 

월파형 파력발전시스템으로 대표적인 Wave Dragon社(덴마크)의 Wave Dragon은 

1.5MW 실증플랜트를 제작하여 활발한 실해역 실증이 진행 중인 부유식 플랜트로 상용 모

델 단위 모듈의 발전용량은 4MW, 7MW가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은 다양한 원리

들이 적용되어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갖는 다수의 실증플랜트가 실해역에서 시험되고 있

으며, 영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Pelamis는 

부유식으로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실린더형 구조물의 관절부에 위치한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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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에너지를 흡수하며, 착저식인 Aquamarine Power社(영국)의 Oyster는 해저면에 위치

한 바닥구조물과 힌지로 연결된 연직구조물이 파도에 따라 진자운동을 하고 이 때 유압장치

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이고, 고정식과 부유식의 

혼합형인 Archimedes Wave Swing(AWS)은 고정되어 있는 내부 실린더와 파도의 상하 운

동에너지를 흡수하여 움직이는 외부 실린더의 상대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그림 3-172] Limpet(영국, 진동수주형) [그림 3-173] Energetech (호주, 진동수주형)

[그림 3-174] Wave Dragron(덴마크, 월파형) [그림 3-175] Pelamis (영국, 가동물체형)

[그림 3-176] Oyster (영국, 가동물체형) [그림 3-177] AWS(영국, 가동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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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파력발전 기술 중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기술은 실증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월파

형 파력 발전은 설계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파력발전 세부기술별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요약하면 <표 3-126>과 

같다.

<표 3-126> 우리나라의 파력발전 기술개발 현황(2014년초 기준)

세부기술 국외 현황 국내 현황

파력발전 
적지/환경영향 

평가기술

- 파랑분포 시뮬레이션에 의한 파력에너지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실증플랜트에 의한 
환경영향 모니터링 실적 보유

- 국내 연안해역의 파력에너지 밀도지도 기 
작성 및 환경영향 평가 기술 보유

파력에너지 
집적, 흡수, 
변환기술

- 진동수주형, 가동물체형, 월파형 등 다양
한 발전장치의 실해역 검증 완료

- 개방해역 적용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단
지화에 유리한 파력발전시스템 기술 개발
에 집중

- 진동수주형 파력에너지 변환장치 공기챔
버와 웰즈 및 임펄스 공기터빈 설계기술 
확보

- 월파형 파력발전 에너지변환장치 설계 기
반기술 확보

파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 케이슨형, 부유식, 잠수식 등 파력발전구
조물 설계 및 시공경험 보유

- 해상풍력 및 조류력과의 복합발전구조물 
기술개발 진행 중

- 부유계류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구조물
의 실해역 설치 사례

- 조선해양 및 해양토목 등 경쟁력 있는 관
련 산업 기술 보유

파력발전
발전기 및

전력제어기술

- 파력발전을 육전에 연결 운용
- 파력발전시스템 최적운용 및 대규모 단지 

연계운용 진행 중

- 파력발전시스템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기반기술 연구 
시작 단계

파력발전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 실해역 실증시험 경험을 토대로 운용 및 
보수유지 기술 보유

- 가동물체형 펠라미스 파력발전시스템 포
르투갈에서 상용 운영 시작 (2008)

- 6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제
작 및 실해역 설치 사례 있음

-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 실
증플랜트 상용 운영 예정(2013)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파력발전시스템은 60kW급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기(한국

해양연구원, 2001)인 주전A호와 150kW등부표용 부유식 소형파력발전기인 BBDB 

(Backward Bent Duct Buoy, 한국해양연구원, 2006), 250kW 나선 암초형 월류파력발전 

기술개발(한국해양연구원, 2010년)로 실해역에 설치되어 실증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파력발전 기술은 천해 연안역 적용에 유리한 착저식 진

동수주형(한국해양연구원), 부유식 진자형(한국해양연구원) 및 가변식 수주진동형(한국전

력연구원) 파력발전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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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 60kW급 부유식 파력발전시스템 [그림 3-179] 등부표용 소형파력발전시스템

나. 조력발전

조력발전이란, 조석을 동력원으로 하여 해수면의 상승하강현상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일정중량의 부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하는 부체식, 조위의 상승하강에 따라 밀

실에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공기식, 그리고 방조제를 축조하여 해수저수지 즉, 조지를 조

성하여 발전하는 조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의 실용화된 조력발전방식은 조지식으로, 강한 조석이 발생하는 큰 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조지를 만들고 외해수위와 조지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게 된

다. 조지식 조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조지의 수에 따라 단조지식과 복조지식으로 구분되며, 

조석의 이용 횟수에 따라 단류식과 복류식으로 나뉜다. 단류식은 조지 내의 수위가 외해 수

위보다 높을 때 해수를 내보내면서 발전하는 낙조식 단류발전과 외해 수위가 조지 내의 수

위보다 높을 때 해수를 채우면서 발전하는 창조식 발전으로 나뉘며, 복류식은 낙조와 창조

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동중인 각국의 조력발전소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7년 준공된 프랑스의 

Rance 발전소(시설용량 240MW), 1968년 준공된 러시아의 Kislaya Guba 발전소(시설용

량 400kW), 1984년 준공된 캐나다의 Annapolis 발전소(시설용량 20MW), 그리고 중국

의 Jiangxia 발전소(시설용량 3.2MW)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대규모 조

력개발을 위한 시험발전소로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의 Rance 조력발전소는 

Chausey섬 개발, 러시아의 Kislaya Guba 발전소는 Tugur만과 Mezen만 개발, 캐나다의 

Annapolis 발전소는 Fundy만 개발, 그리고 중국의 Jiangxia 발전소는 중국 동해안의 조

력개발을 위한 연구, 건설 및 가동경험 축적을 위한 전초단계로 볼 수 있으며, 대규모 조력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대규모 조력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1960년대에 실시되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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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Rance 조력발전소(프랑스) [그림 3-181] Annapolis 조력발전소(캐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조력발전에 대한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2005년 가로림만 조력발전 타당성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인천만, 강화

만, 아산만 지역의 해양특성 상세조사와 조력발전소 개념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개벌지형 

변화 및 환경영향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조력발전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화호 운영방법을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함에 따

라 청정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목적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2004년 착공, 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54MW 용량으

로 Rance 조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이다. 

[그림 3-182]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그림 3-183] 시화호 조력발전소 완공

국내의 조력발전의 기술 개발 현황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완공하여 가

동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여러 조력발전 적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력발

전 세부기술별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요약하면 <표 3-1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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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7> 우리나라의 조력발전 기술개발 현황(2014년초 기준)

세부기술 국외현황 국내개발현황

조력발전 
적지/환경영향 

평가기술

- 프랑스,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조력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기술 
확립

- 국내 주요 조력발전 후보지에 대한 잠재 에너
지량 산정(가로림만, 천수만, 인천만, 해주만 
등)

- 조력발전 발전량 및 가동률 산정기술 보유
- 해양특성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수

치 및 수리모형실험 기술보유

조력에너지 집적, 
흡수, 변환기술

- 벌브형 및 Straflo형 수차를 중심
으로 한 변환기술 기 확보

- 조지식 발전방식에 대한 설계, 시공 능력 확보 
- 부체식/압축공기식 관련 기반 기술 미확보
- 벌브형 수차 변환기술 개발 중

조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 실해역 실증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확보

- 해양 이외 지역에서의 발전시설 건설기술과 항
만시설 건설기술은 충분

-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통해 구조 및 설계 및 시
공 기술 확보

조력발전 발전기 
및 전력제어 기술

- Schneider 엔진 등 고효율의 발
전장치 개발 및 실용화를 토대로 
전력관련 기술 기 확보

- 조력발전용 발전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
여 설치시공

- 전력계통과 연계한 조력발전 발전기 제어 기술
은 현재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기술 
확보

조력발전시스템 
운용 및 보수유지

-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
에서는 이미 시험발전소를 운영
하고 있어 관련기술 축적

-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반기술은 확보되어 있
음

-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 및 보수 유지 진행

다. 조류발전

조력발전이 조력댐을 만들고 조지와 외해 사이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과는 달리 

조류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을 선정하여 그 지점에 수차발전기를 설치하고,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설치된 수차발전기를 가동시켜 발전하는 기술이다. 해양에 대규모 

댐을 건설할 필요 없이 발전에 필요한 수차와 발전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

나, 조류가 빠른 지역에 발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대상 해역이 제한적이며 조

력발전과 같은 대규모의 적용이 어렵다. 조류발전의 큰 장점은 날씨 변화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여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수유통이 자유

롭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조력발전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조류발전 터빈은 터빈의 회전방향에 따라 수평축터빈과 수직축터빈으로 분류되며, 수평

축인 경우 일방향 흐름, 하천과 같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에 유리하고, 수직축인 경

우는 조류와 같이 흐름의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수차의 고정방식에 따라서도 조

류발전 형식이 구분된다. 현재 많이 알려진 파일고정식과 계류삭을 사용하는 계류고정식 그

리고 자체 무게로 시스템을 고정하는 자중고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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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이 1m/s 내외인 곳에서도 가능하나, 경제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2m/s 이상

인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다.

조류발전은 아직까지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

이 개발되고 있으며, 활발한 실해역 실증이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영

국으로 Marine Current Turbines(MCT)社는 2003년 300kW급 조류발전시스템을 실해

역에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한 쌍의 터빈으로 이루어진 1.2MW급 조류

발전시스템을 2008년에 제작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Lunar Energy社와 

OpenHydro社도 수평축 터빈 방식의 조류발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해역 시험

을 진행하고 있다. 수직축 터빈으로는 일본에서 많이 연구된 다리우스 수차, 캐나다에서 연

구된 Davis 수차, 미국에서 개발된 헬리컬 수차 등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영국 EB사가 2002년 150 kW Stingray 형태의 조류발전 실험을 성공

리에 수행하였고, 5MW급 조류발전 단지를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SMD 

Hydrovision사는 조류의 입사 방향 변화에 자체적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1MW 계류

식 조류발전을 개발하였다. 한편 캐나다 주정부의 지원하에 Bay of Fundy에 Open 

Hydro, Alstorm, MCT, Atlantis사 등의 1MW급 대형 조류발전기가 설치 중이다.

[그림 3-184] MCT社 SeaGen [그림 3-185] OpenHydro社 Open-Centre

[그림 3-186] EBT社 Stingray [그림 3-187] SM社 계류식 조류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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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국외현황 국내개발현황

조류발전 
적지/환경영향 

평가기술

- 프랑스,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조
류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기술 확립

- 국내 주요 조류발전 후보지에 대한 잠재 에
너지량 산정

- 조류발전 발전량 및 가동률 산정기술 보유 
- 해양특성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자료분석,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기술보유

조류에너지 집적, 
흡수, 변환기술

- 수직축 및 수평축 수차를 중심으로 한 
변환기술 기 확보

- 덕트형 및 기타 플랩핑 타입의 에너지 
변환 기술 연구진행

- 수직축, 수평축 발전방식에 대한 설계, 시
공 능력 확보 

- 덕트형 및 기타 발전장치 방식에 대한 관련 
설계 기술개발 진행 중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조류발전 기술은 한국해양연구원이 2003년 울돌목에 설치한 

소형 헬리칼 수차 방식의 조류발전시스템이 시초로써, 이를 확장하여 1MW급의 조류발전

시스템이 울돌목에 건설되어 운용 중에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부유식 조류발전 기술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어 100kW급 실증 플랜트의 실해역 설치를 수행한 바 있으나 공유수면사

용 상의 문제 등으로 운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조류발전 이용 세부기술별 국내 기술 개발현

황을 요약하면 <표 3-128>과 같다.

[그림 3-188] 울돌목 1MW 조류발전시스템 [그림 3-189] 100kW급 부유식 HAT

진행중인 연구사업으로는 해양연구원 컨소시엄이 해양에너지 발전단지 (Tidal Farm) 구축

에 적합한 형태의 한 기당 200kW급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15

년에 실해역 설치를 목표로 현재 최적의 발전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2012년에는 한국조선해

양기자재연구원(KOMERI) 주관으로 국내 조류발전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을 위한 "해양

에너지실해역 실증시험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국내외에서 개

발되는 조류발전장치의 해상시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3-128> 우리나라의 조력발전 기술개발 현황(2014년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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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국외현황 국내개발현황

조류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 착저식, 부유식, 계류식 등의 실해역 
실증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확보

- 해양 이외 지역에서의 발전시설 건설기술
과 항만시설 건설기술은 충분

- 실해역 실증시험을 통한 설계 시공능력 배
양 부족

- 실증시험장 확보를 통한 구조물 설계 및 시
공기술 확보가 시급

조류발전 발전기 
및 전력제어 기술

- 수중발전기 등 고효율의 발전장치 개
발 및 실용화를 토대로 전력관련 기술 
기 확보

- 피치 제어 및 Yaw제어 시스템 등의 
시스템 제어 기술 기 확보

- 조류발전용 발전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
입하여 설치시공

- 전력계통과 연계한 조류발전 발전기 제어 
기술개발 진행

- 피치 제어 및 Yaw제어 기술개발 진행

조류발전시스템 
운용 및 보수유지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 전단계의 시험발전을 하고 있
으며 관련기술 축적

-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반기술은 확보되
어 있음

- 시험조류 발전소 운영 및 유자보수 기술 확
보 진행

라. 해수온도차발전

해수온도차 발전의 개념은 프랑스 기술자 Jacques Arsene dʼArsonval에 의해 100여 

년 전 처음 제안된 이래 해양 온도차 발전의 초기 연구는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

다. 이후 1973년의 에너지파동을 겪으면서 해양 온도차발전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본

격적인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79년 하와이에 50kW 출력의 해상형 폐순

환식 Mini-OTEC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993년 하와이의 the Natur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NELHA)는 210kW 출력의 육상형 개순환식 

온도차발전시스템을 완공하여 1998년까지 성공적으로 가동하면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

였다. Lockheed Martin社(미국)는 Makai Ocean Engineering社(미국)와 함께 NELHA

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Small scale test 후 현재 10MW급 해수온도차발전을 건설

하고 있다.

해수온도차발전은 해수 표면의 온도와 심해(약700m깊이정도)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발

전하는 방식이다. 해양의 상층부는 온도분포가 연간 20~30℃정도로 거의 일정한 온도를 

가지며 심층(500~1000m)의 온도는 2~7℃정도이다. 따라서 해수의 표층과 심층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액체와 기체 간 상변환이 가능한 물질을 작동유체로 이용하고, 작동유체를 

증발시켜 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얻고 다시 작동유체를 응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기술

을 해수온도차 발전(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이라 한다.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은 작동유체로 저온 비등 냉매를 사용하는 폐순환 시스템 (Closed-Cycle 

System)과 저압의 증발기를 이용하여 온수 자체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개방순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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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ycle System)으로 구분되며, 혼합순환 시스템(Hybrid-Cycle System)이 사용

되기도 한다. 

해수 표층의 온수를 사용하여 암모니아나 프로필렌 같은 비등점이 낮은 작동유체를 증발

시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폐순환 시스템과 해수 표층의 온수를 작동유체로 직접 사용하는 

개방순환시스템, 폐순환과 개방순환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열원을 최대로 사용하

도록 설계하여 전력과 담수를 동시에 얻게 하는 혼합형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해수온도와 대기온도와의 차를 이용하여 대기온도

를 냉각 또는 가열하는 공기히트펌프(Air Heat Pump)와 해수를 이용하여 냉난방 계통 내에 

순환되는 냉온수를 냉각 또는 가열하는 해수열원히트펌프(Sea Water Heat Pump)로 구성

된다. 또한 냉각시스템에 이용되는 냉동기의 응축기 부분에서 공기열원 대신에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냉매를 냉각시킴으로써 냉동효과를 증대시키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190] Mini-OTEC(미국) [그림 3-191] Lockheed Martin社 발전시스템

일본은 1974년에 발족한 신 ․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인 Sun-Shine 계획의 일부로 해양 온

도차발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1982년 도쿠시마대학이 도쿠노시마에 50kW급, 1985년 

사가대학이 이마리에 75kW급 육상형 폐순환식 OTEC 실증플랜트를 각각 설치하여 실험하

였다. 또한 1981년 국제협력 사업으로 100kW급 폐순환식 OTEC을 Nauru 공화국의 설치

하여 초등학교에 세계 최초로 해수온도차 발전을 이용한 전기를 공급하였다.

국내의 해수온도차 에너지 이용기술 수준은 2008년말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72.8%로 

낮은 편이며, 실험실 수준의 해수온도차 발전과 냉난방 실증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해수온

도차 이용 세부기술별 국내 기술 개발현황을 요약하면 <표 3-1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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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9> 우리나라의 해수온도차 이용기술 개발현황(2014년초 기준)

세부기술 국외현황 국내개발현황

해수온도차 이용 
적지/ 환경영향 

평가기술

- EU는 '82년, 일본은 '93년에 해수온도
차(냉난방) 활용을 시작하여 관련 적지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남태평양 해역조
사 등 보급확산 모색 및 환경영향 검토

- 국내 연안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도 작성 
및 심층수온 변동성 조사 중

- 해수이용 냉난방 가능 연안지역 조사와 
담수화 관련 동해안 일부지역 조사 사례 
있음

해수온도차 이용 
에너지 변환기술

- 미국, 일본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
으며,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프랑스에
서 사업화 추진 중

- 담수용 열교환기는 개발되어 있으나 해
수용 내식성 열교환기는 소용량 일부 개
발로 제한적임 

- 냉매 기술개발은 연구 개발 중
- 증기터빈 최적설계기술 확보

해수온도차 이용 
시스템 설비기술

- 미국, 일본, 북유럽을 중심으로 취수, 
이용, 배수시스템 관련기술 기 확보 및 
실용화 보급 중

- 담수용 설계기술 확보
- 심층해수의 소량 취수기술 및 발전소 냉

각수 대량 취수기술 보유 
- 단열배관 설계기술 미 보유

해수온도차 이용 
시스템 운용 및 

보수 유지

- 시스템 운용 및 보수유지 기술은 실해
역 운용시험을 수행한 일본이 선두로서 
관련기술 확보

- 해수온도차 냉난방 적용 건물 준공 후 운
용 중 

- 해수온도차 발전설비는 제한적인 기반기
술 연구 단계

해수온도차 이용 
활용기술

- 해수온도차 냉난방 기술은 상용화 운전 
중이며, 해수온도차 발전은 시험운전 
중임

- 담수열원 히트펌프시스템 기술 보유
- 지역냉난방시스템 운용기술 확보
- 소규모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시범운전 

기술 확보

해수온도차발전에 관한 국내의 연구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동해의 남부 해역과 제주 

일부 해역에는 표층수와 심층수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로부터의 온배수를 이용한 온도차발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온도차발전

시스템의 국내 연구사례로는 2000년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으

로 수행한 20k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열교환기, 저압터빈, 냉해수 취

수관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서인천 복합화력 발전소에 실증플랜트를 설치 

운용하여 개발 기술을 검증하였다. 

한편,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기술에 관한 연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진행되어 

2008년 실증플랜트가 삼척에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

교류협력관에 국내 최초로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선급에서는 해수온도차 설계평가 기준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해양대학교에

서는 효율 향상을 위한 작동 유체 선정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심층수의 저온성을 활용한 해수온도차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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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 20k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 연구 [그림 3-193]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

마. 해수염도차발전 

해수염도차발전은 큰 강의 하구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날 때, 삼투압작용으로 농도가 

낮은 강물이 농도가 높은 바닷물로 빨려들어가는 압력을 이용한 발전이다. 강물과 바닷물 

사이에는 압력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약 240m 높이의 수력발전소 댐에서 떨어지는 에너지

와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아직 유엔(United Nation, UN)이 인정하는 해양신 ․ 재생에너

지로 등재되지 않아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 기업, 연구소등이 염분차발전 통합네트워크

(INES, Intergrated Network가 Energy form Salinity gradient Power)를 만들어 등재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염도차 발전(Salinity Gradient Power)은 바닷물과 강물의 염분 농도차이(바닷물의 염

도 약 3.5%, 강물 염도 약 0.05%)를 통해 얻어지는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기술이다. 이 기술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어 언제든지 발전 가능하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염분차 발전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2013, 윤태식)

염도차 발전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압력지연삼투(Pressure retarded Osmosis, 

PRO)발전과 역전기투석(Reverse Electrodialysis, RED)발전 방식이다. 삼투압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맴브레인(Membrane)이라하는 반투과성 분리막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농

도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수두차(압력)를 말한다. 이 수

두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하게 된다. 

역전기투석(Reverse Electrodialysis, RED) 발전은 전기를 이용해 용액의 이온을 제거

하는 전기투석의 원리의 역방향으로, 양이온교환막(Cation Exchange Membrane, CEM)

과 음이온교환막(Anion Exchange Membrane, AEM)이 병렬로 배치된 구조를 통해 해수

와 담수를 통과시킬 때, 양이온교환막으로 나트륨이온(NA+)이 이동하고 음이온 교환막으

로 염소이온(CL-)이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이온교황막 사이에 전압이 생성되고 산화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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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전극에서 산화-환원 작용을 통해 전자가 흐르게 되어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해수염도차 발전은 노르웨이와 네델란드에서 실험 및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노르

웨이 Starkraft사는 PRO를 개발하며 네덜란드 Redstack사는 RED를 개발하고 있다. 먼

저 노르웨이 Statkraft사가 2009년 11월 노르웨이에 최초로 프로토타입 PRO발전 플랜트

를 건설하였고, 실제 전력생산은 2~4kW 정도이며, 2020년 까지 25MW 규모의 플랜트 준

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3-194] 해수염도차 발전소(노르웨이) [그림 3-195] 염도차 발전 생산설비(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염도차 발전을 개발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기

술개발 투자(재생에너지 중 약 3%)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은 현재 Halingen 지역에 

있는 Frisia 소금 공장에서 역전기투석 방식 발전이 시험 운전 중이고 2011년에 

Afsluitdijk 지역에 있는 Jsselmeer 인공호수에 일본 후지필름이 투자에 참여하여, 두 번

째 시험공장이 설립되었다. 또한 Breezanddijk에 위치한 시험공장에서는 500kW 전력이 

생산 가능한 상태이다. Redstack 사는 현재 50kW급의 설비를 개발중이며, 2018년부터 

200MW의 플랜트를 건설 할 계획이다. 해수염도차 이용 세부기술별 국내 기술 개발현황을 

요약하면 <표 3-130>과 같다.

우리나라는 새만금과 낙동강하구등이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

원에 따르면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PRO(Pressure retrarded Osmosis)와 RED 

(Reverse Electrodialysis)연구를 수행중이며, 2015년까지 50kW급 실증 염분차 플랜트

를 건설하고, 2020년께는 20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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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0> 우리나라의 해수염도차 이용기술 개발현황(2014년초 기준)

세부기술 국외현황 국내개발현황

해수염도차 
이용 적지/ 
환경영향 
평가기술 

-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어 언제든지 발전 가
능하다는 장점. 염분차 발전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초기
단계

- 국내 염분차발전이 경제성 및, 기술발전 
속도, 재생에너지원으로써의 가능성 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새만금과 낙동강 하구 등이 적합한 지역
으로 평가 

해수염도차 
이용 에너지 
변환기술 

- 프랑스: University Lyon의 Lyderic 
Bocquet가 Boron Nitride nanotube 
membrane(BNNT)를 개발- 새로운 분리만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발전량 향상 
(2013.Nature)

- 네덜란드:CRE(Capacitat ive-Reverse 
Electrodiaysis)개발, 기존 금석전극 및 
Redox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AC 
(Activated carbon)을 자용하여 출력량 증
가 및 친환경 재료사용

- PRO 염분차 발전을 위한 핵심 분리막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 Red Cell의 효율 극대화 기술 연구가 중
요하며, 이는 단위 면적당출력을 최대화 
시켜 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

- 코어쉘 전극 기반 축전식 해수 탈염 기
술 –축전식 탈염 수처리 기술 개발진행

해수염도차 
이용 시스템 
설비기술 

- 일본 : Pro 염분차 발전플랜트 제작 테스트
- 노르웨이 : Statkraft사가 2009년 PRO발전 

플랜트를 건설, 2020년 까지 25MW 규모
의 플랜트 준공 계획

- 네덜란드 : 재생에너지 중 약 3%를 염도차 
발전에 투자,Redstack 사는 현재 50kW급
의 설비를 개발, 2018년부터 200MW의 플
랜트 건설 계획

-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제주글로벌
연구센터에서 PRO와 RED연구 수행, 
2015년까지 50kW급 실증 염분차 플랜
트건설, 2020년께는 20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건설계획

4. 국내외 보급현황

세계 해양에너지는 매우 풍부한 잠재량을 갖고 있다. ʼ11년 IEA가 추정한 해양에너지의 총 

잠재량은 약 82,950TWh인데, 이는 ʼ10년 글로벌 전력수요(약 20,000TWh)의 약 4배에 이

르는 수준이다. 또한 조수간만, 해류, 파도 등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이용하기 때

문에 신 ․ 재생에너지 가운데 비교적 균일한 발전량을 유지할 수 있어 태양광, 풍력에 비해 안

정적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양에너지의 추정발전단가는 

7~10€kW 수준으로 석유는 물론 풍력, 바이오, 지 열 발전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기시장의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력발전의 경우 상용시설의 보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조류력 및 파력발전의 경

우 상용시설의 보급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 유럽국가들과 미국 등

을 중심으로 상용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집약적인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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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현재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의 학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전

문기관들은 해양에너지의 본격적인 보급은 2015년경에 시작될 전망이며, 2020년경에는 

해양에너지산업이 도약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3-131> 국가별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단위 : kW)

Country

Tidal Tidal current Wave Salinity OTEC

Installed
Consent

ed
Projects

Installed
Consent

ed
Projects

Installed
Consent

ed
Projects

Installed
Consent

ed
Projects

Installed
Consent

ed
Projects

U.K. 5,200 96,000 3,850 40,000

CANADA 250 5,500 20,000

U.S.A. 60 1,350 30 1,500

PORTUGAL 400 300

SPAIN 296 300

ITALY 60 150 200

SWEDEN 7.5 230 10,000

BELGIUM 20,000

CHINA 110 2,300 3,900 200 190 3,020

NORWAY 240 4 20 200

KOREA 1,000 1,300 254,000 0 800

AUSTRALIA 21,210

NEW 
ZEALAND

201,000 22,040

출처: ｢OES analysis; ANNUAL REPORT Implementing Agreement on Ocean Energy Systems, 2013.｣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2000년도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력발전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파력과 조

류발전 등, 향후 세계시장에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해양에너지원의 개발에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완공된 1MW의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최초의 해

양에너지 보급시설이며,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공동으로 추진

되는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시화조력발전소(시설용량 254MW), 한국서부발

전(주)에서 추진 중인 가로림 조력발전소(2014년 준공예정, 시설용량 520MW) 등이 있다. 

이외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조력(시설용량 약 800MW), 인천조력(시설용

량 1,400MW), 장죽 및 맹골 조류발전소(시설용량 각각 150MW와 250MW) 등이 계획되

어 있어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8년까지 총 약 3,420MW의 조력 ․ 조류에너지가 개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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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est Name
Test site
promoter

Location
Grid

Connection
Status

U.K.

EMEC Neil Kermode
Orkney, 
Scotland

Yes (11MW) In operation

WaveHub Claire Gibson
Hayle, 

Cornwall
Yes (20MW) In operation

FabTest
Falmouth 
Harbour

Commissioner

Falmouth,
Cornwall

No In operation

Solent Ocean
Energy Centre

Isle of Wright
Council

St. Catherineʼs
Point, Isle
of Wright

Yes (20MW)
Planned

(construction
to begin 2015)

Ireland

Galway Bay
Quarter Scale
Wave Energy

Test Site

Marine Institute Galway Bay No In operation

Atlantic Marine
Wave Energy

Test Site
SEAI Belmullet Yes 

Under 
development

CANADA

FORCE –Tidal
Energy

FORCE
Nova Scotia,

Canada
Yes (64MW) In operation

CHTTC
–River Current

Energy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River,

Manitoba

Planned in 
2014

In operation

PORTUGAL Oceanplug REN/ENONDAS
S. Pedro
de Moel

Yes Planned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확충 방안은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해양에너지 공급 계획

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2035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

고 있는데, 이 중 해양에너지 약 4.7%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추정

에 의하면 총 270만MW의 해양에너지(조력, 조류, 파력발전)를 개발할 경우 연간 8,133억

원 (813만배럴)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

부를 중심으로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R&D를 강화하고 있으며, 

핵심요소 기술의 실용화를 우선적 ․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

과 같이 해양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시험장의 국내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총 7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력, 조류, 파력에

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표 3-132> 국가별 해양에너지 실증시험장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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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est Name
Test site
promoter

Location
Grid

Connection
Status

SPAIN

Bimep EVE
Armintza,

Bilbao
Yes (20MW) In operation

PLOCAN
PLOCAN

Consortium
Canary Islands Yes (15MW)

Planned
(end 2014)

SWEDEN

Lysekil wave
power research

site

Uppsala 
University

Islandsberg No In operation

Soderfors
marine currents
research site

Uppsala 
University

Soderfors,
Dalalven river

No In operation

DGO - Deep
Green Ocean

Minesto
Strangford
Lough, UK

No In operation

DENMARK

DanWEC DanWEC
North Sea
Hanstholm

Planned in 
2015

In operation

Nissum
Bredning

Aalborg 
University

Benign site Yes (20kW) In operation

CHINA

Wave Energy
and Tidal

Current Energy
Test Site

National Ocean
Technology 

Center

Shandong
Province

Yes (0.3MW) Planned

BELGIUM
FlanSea test

site at Ostend
Port of Ostend

Ostend,
Belgium

No In operation

NEW 
ZEALAND

NZ Marine
Energy Centre

AWATEA and 
HERA

Wellington
region

1MW planned Planned (2015)

출처: ｢OES analysis; ANNUAL REPORT Implementing Agreement on Ocean Energy Systems, 2013.｣

5. 향후 추진 계획

재생에너지(201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는 에너

지 밀도가 낮은 분산형 자원이지만 화석연료와 같이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나라라도 이용기술만 확보한다면 신 ․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개선할 수 

있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도 줄여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선진

국을 중심으로 신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점증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신 ․ 재생

에너지산업은 최근 도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 ․ 서 ․ 남해역이 모두 해양에너지 개발 유망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부

존량은 발전방식과 입지조건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부존량이 산정되어있다. 우선 조력발전

은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수위차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시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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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MW, 가로림만 520MW, 인천만 1,500MW, 강화만 800MW, 해주만 2,300MW 등 총 

6,500MW의 풍부한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류발전은 조석에 의해 빠른 유속(조류)에 의한 수차 발전기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서남

해안 울돌목(50MW), 장죽수도(150MW), 맹골수도(250MW) 등 총 1,200MW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다. 파력발전은 파랑에너지를 터빈 같은 원동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하

는 방식으로 제주도 연안 부존량 총 1,950MW를 포함하여 동해안 등에서 6,500MW로 평

가되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자원량이 풍부하고, 밀도도 높은 편이며, 에너지원에 따라서는 발생시기가 

일정하고 항시적 이용도 가능하여 많은 장점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는 다른 신 ․ 재생 자원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해

양에너지가 갖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실해역 성능시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의 높

은 부식성과 가혹한 물리적 환경에 견디는 발전시스템의 개발과,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 ․ 운
영 ․ 유지 ․ 보수 등을 위한 공법의 확보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ʼ10) 기술 자립 및 기반 구축, 2단계(ʼ11~ʼ20) 기술 

실증 및 고도화, 3단계(ʼ21~ʼ30)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목표로 해양에너지를 개발 ․ 보급한

다는 장기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ʻʻ제3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ʼ
ʼ, 지식경제부, 2008),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

온도차 등 해양에너지원별 R&D를 강화하고 있고, 핵심요소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

다. 2009년도 수립된 해양에너지 R&D 로드맵(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에너지 개발

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에는 2020년까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에 총 4,770억 원의 투

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해양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기술 및 시장 여건의 변화와 우리의 연구개발 역량, 가용 자원,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파트너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인 방안을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해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투자가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선

도국가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

술과 시장에 관련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 산업, 중공업 등과 같

이 우수한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기

대할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도국가들의 집약적인 투자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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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산업이 성장기에 진입하기

까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개발 측면과 입지선정 측면, 그리고 시장조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 분야는 단기에 성과가 나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하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

양에너지 분야는 신 ․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한 분야로 시장 형성이 

미흡한 단계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해양에너지와 같은 경쟁력 없는 상품은 시장을 통해

서는 자발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에너지의 연구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

여 우리나라도 해양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인 지원이 충분한 성

과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양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로 연결되기 어려움 

2) 개발된 기술의 실증이 어려움 

3) 사업화 전문 인력의 부족

다음으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학습곡선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앞에

서 예로든 연구개발의 문제점 중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해양에너지 

테스트베드는 개발된 제품 ․ 기술이 상업화 전 단계에서 시험분석 ․ 성능검사 ․ 신뢰성 검증 

등이 이루어지는 인프라이다. 해양에너지 분야가 신생 산업분야이고 중소 ․ 중견기업이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테스트베드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테스트베드에는 요소부품을 시험할 수 있

는 부품 테스트베드와 스케일 모형을 시험할 수 있는 스케일 테스트베드, 그리고 상업화 전

단계의 시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풀 스케일 테스트베드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기술수준에 있어 선도국가

에 미치지 못하나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조선 ․ 기계분야와 해양토목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다수 활약하고 있는 여건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선두

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유사분야에서 축적된 노하

우를 활용하고 정부가 이러한 연구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증단계의 시험에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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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적, 행정적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준다면 국내 

해양에너지 산업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196] 한국형 해양에너지 테스트베드 조감도
출처: 해양에너지 실해역 실증시험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KOMERI, 2014)

마지막으로 해양에너지의 시장조성을 위한 몇 가지 해결방안들의 제안이다. 신 ․ 재생에

너지 공급의무제도의 도입과 함께 파력 및 조류발전을 위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책정하되, 

해당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은 가

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에너지 상용화와 관련된 시장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를 중심

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국내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에너지발전시설의 구축에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인허가 문제를 개선하여 인허가 및 불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줄여야 한다. 이 밖에도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송전인프라 구축과 계통연계비

용 일부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해양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기후변화협약 후속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청정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

임을 감안하면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

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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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 기 창

제9절  지  열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

며, 저탄소형 사회 구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전 세

계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과 지원제도 정비 그리고 원천기술 선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공급

확대 전력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원자력발전소 비중과 신

․ 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각각 29%, 11%로 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급확대 정

책 대신 가격체계 개편과 ICT기술을 접목한 전력망 구축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분산

형 전원 활성화 등이다. 이에 대한 6대 중점과제는 ①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②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③환경, 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④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⑤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⑥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등이다. 

이에 일환으로 최근 들어 ʻ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 세계적

인 경기침체와 함께 신 ․ 재생에너지 산업도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적인 성장 전망을 예측하면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보급 ․ 확산정책 추진, 시

장친화적 제도운영, 신 ․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새로운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신 ․ 재생 R&D 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더불어 지

열에너지 산업도 함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열에너지(지열, geothermal energy)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는 신 ․ 재생에너지원이다. 일반적으로 지열에너지란 땅(토양 ․ 지하수 ․ 지표수 등)이 지구 내

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열에너지는 온도에 따

라 중 ․ 저온(low to medium temperature, 10~90℃) 지열에너지와 고온(high 

temperature, 120℃ 이상) 지열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97]은 잘 알려진 

Lindal 선도(Lindal diagram)로서 지중 온도에 따른 지열 활용기술을 도시한 것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지열 활용기술은 그 온도 범위만큼이나 다양하다. 여기서 온도는 개략적인 

값이며, 따라서 지열을 활용하는 데 지역이나 지중 조건에 따라 얼마간의 편차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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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7] 지중 온도에 따른 지열에너지 활용 기술

일반적으로 지열에너지를 직접이용(direct use)과 간접이용(indirect use) 기술로 구분

한다. 이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최종 생산물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열(heat)을 생산

하면 직접이용이고, 전기(electricity)를 생산하면 간접이용이 된다. 기준이 다소 모호한 깊

이나 온도로 지열에너지를 분류하는 방법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

용되는 구분법이다.

지열에너지의 직접이용은 가장 오래된 기술로서 온천 ․ 건물난방 ․ 시설원예 난방 ․ 지역난

방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땅에서 중 온수(30~150℃)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할 수 있으며, 또한 열펌프나 냉동기와 같은 에너지 변환기기의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중온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이 다소 있다.

직접이용 기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이 지열 열펌프 시스템(geothermal 

source heat pump system, GSHP)이다. 이 시스템은 저온(10~30℃)의 지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열분야의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온의 에너지를 

활용하지만,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온성이 우수하며 지리적 제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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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큰 장점이다.

반면 간접이용 기술은 땅에서 추출한 고온수나 증기(120~350℃)로 플랜트를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plant)을 일컫는다. 최종 생산물은 전기이

며 화산지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이 매우 크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

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열분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림 3-198] 최종 생산물에 따른 지열에너지 분류

2. 지열에너지 이용 기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열에너지 이용 기술은 직접이용과 간접이용 기술로 분류된다. 

지열에너지로부터 열을 직접 얻는 기술에는 지열 열펌프 시스템 ․ 건물 난방(space 

heating) ․ 시설원예 난방(greenhouse heating) ․ 농산물 건조(agricultural drying) ․ 산
업이용(industrial use) ․ 도로 융설(snow melting) 등이 있다. 반면 간접이용 기술은 전기

를 생산하는 지열발전을 일컫는다. 본 백서에서는 여러 기술 중 지열 열펌프 시스템과 지열

발전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가. 지열 열펌프 시스템(geothermal source heat pump system)

(1)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특징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핵심은 열펌프 유닛(heat pump unit)과 지중열교환기(ground 

heat exchanger)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열펌프 또는 히트펌프로 불리지만, ʻ시스템ʼ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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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ʻ열펌프 유닛ʼ이 정확한 표현이다. 열펌프 유닛은 물 대 물(water to water) 방식

과 물 대 공기(water to air)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중열교환기는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부

하, 가용 면적, 지중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열펌프 유닛의 작동유

체인 냉매의 증발과 응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한다는 점

이 지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열매체(물, 부동액, 지하수 등)를 열펌프

의 열원으로 활용하여, 냉방 시에는 건물 내의 열을 지중으로 방출하고 난방과 급탕 시에는 

지중의 열을 실내와 온수에 공급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냉방과 난방 모드에서 각각 열침(heat sink)과 열원(heat source)의 역할을 하

는 지중 온도는 연중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효율과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최종 생산물이 

열이기 때문에 직접이용의 한 방식이지만 통상 별도로 구분한다. 공기열원 열펌프

(air-source heat pump)와 구분하기 위해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ground-source heat 

pump system)으로도 불린다.

[그림 3-199]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개략도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지열 열펌프 시스템이 현

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 효과가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공기 열원 열펌프에 비해 44%까지 그리고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최

대 72%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는 다

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열 열펌프 시스템과 기존 냉난방 설비의 효율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전체 시스템 중에서 지열 시스템의 냉난방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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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0] 지열 열펌프 시스템과 상용 냉난방 설비의 효율 비교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중대형 건물(상업용

․ 공공기관 ․ 학교 ․ 교정시설 등), 산업현장, 시설원예, 도로 융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군(群)이나 지역단위로도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건물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IPCC(2007)는 전 세계적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배출절감에 대한 잠재력(potential)도 

매우 큰 분야라고 밝히면서 지열 열펌프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해결책이라

고 제시하였다.

'IPCC identified the building sector as having the highest GHG emissions, but also the best 
potential for dramatic emissions reductions. GHPs were specifically identified as a solution that is 
economically feasibl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continental and cold climates.' 
[IPCC(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hapter 6,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2)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중토양열원 열펌프(ground-coupled heat 

pump), 지하수열원 열펌프(ground water- source heat pump), 지표수열원 열펌프

(surface water-source heat pump) 그리고 하이브리드 지열원 열펌프(hybrid GSHP)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외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은 지중토양열원 열펌프 

시스템이다.

지중토양열원 열펌프 시스템은 지중열교환기의 매설 형태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 시스

템으로 분류된다. 땅 속에 수직으로 매설되는 수직형 지중열교환기는 건물 냉난방부하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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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깊이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부지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다. 일반적으로 직경 150mm, 깊이 100~200m의 보어홀을 천공한 후, 외경 3/4~1½ in.

의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U자 관의 형태로 성형하여 삽입하고, 보어홀 안의 

빈 공간을 그라우트(grout)로 채워 완성한다. 수평형 시스템은 대상 건물 주변에 지중열교

환기를 매설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어홀 천공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비용은 수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통상 1.5~3m 깊이의 트렌치

(trench)에 매설하며, 직선(straight)이나 슬린키(slinky) 형태로 배열할 수 있다.

(a) 수직형 시스템 (b) 수평형 시스템

[그림 3-201] 상업용 또는 중대형 건물에 적용된 지중토양열원 열펌프 시스템

(a) 수직형 시스템 (b) 수평형 시스템

[그림 3-202] 단독주택에 적용된 소형 지중토양열원 열펌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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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열교환기를 밀폐형(closed-loop)과 개방형(ope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형 또는 

수평형 지중열교환기는 밀폐형의 대표 방식이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복수 우물형(duel 

wells)과 수주지열정(standing column well, SCW) 등은 개방형에 속한다. 아울러 하천

(river) ․ 호수(lake) ․ 연못(pond)의 물을 직접 이용할 경우 개방형으로 그리고 이들 물속에 

파이프를 침전시켜 이용할 경우에는 밀폐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는 

에너지파일(energy pile)과 에너지슬래브(energy slab)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도 시

도된 적이 있지만 보급은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국내 제주도에서만 이용가능한 지중공

기열을 직접 또는 열펌프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온실 냉난방에 보급되고 있다. 

[그림 3-203]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주지열정(SCW) 열교환기

[그림 3-204] 지표수이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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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5] 에너지파일 시공
출처: 코오롱건설

[그림 3-206] 에너지슬래브 시공
출처: 코오롱건설

[그림 3-207] 지중공기열 이용기술

지열 열펌프 시스템 시공은 대상 건물의 냉난방부하 계산 및 시스템 설계, 지중열교환기 

시공, 열펌프 설치 및 기계실 배관 공사, 팬코일유닛(FCU) 또는 바닥 난방코일 등 부하 측 

설비 시공, 자동제어장비 시공, 시운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초기 투자비 절감과 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해 정확한 부하 계산과 지중 열물성 값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중 열물성 중 

지중열전도도(ground thermal conductivity)는 지중열교환기의 사양과 장기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 기술력

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시공기준에 맞게 시스템을 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plant)

(1) 지열발전의 특징

지금까지 국내에서 지열에너지 활용은 주로 열펌프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 시스템에 한정

하였다. 하지만 앞의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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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地熱發電)은 땅에서 추출한 고온수나 증기(120~350℃)의 열에너지로 터빈을 구

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power generation)의 한 형태로서 건증기(dry steam), 습

증기(wet or flash steam), 바이너리 사이클(binary cycle) 발전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발전이 가능한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s) 발전이 시험운전중이고, 국내에서도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즉, 

지하 심부의 뜨거운 암반층(HDR, hot dry rock)까지 보어홀을 시추하고, 이 안으로 물을 

주입하여 고온의 수증기를 만든 후, 이를 다시 터빈으로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다. 고온 지열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능한 기술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열발전은 다른 신 ․ 재생에너지 발전과는 달리 외부 기후에 의존하지 않고 연중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율이 높아서 국가 전력의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가 있다. 

전력 생산 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 매우 유리하다. 물론 고온 수나 증기를 추출할 때 이들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질소 ․ 이
산화탄소 ․ 황화수소 등도 함께 분출되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지열발전 플랜트에서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13~380g과 황화수소 0.03~6.4g을 배출한다. 이

에 반해 석탄(coal)은 1,000g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11g의 황화수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 지열발전 방식

건증기 지열발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고온의 증기가 풍부한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방식은 아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탈리아의 Larderello

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The Geysers를 꼽는다. 이 외에도 일본의 Matsukawa, 인도네시아

의 Kamojang, 뉴질랜드의 Wairakei, 미국 유타 주의 Cove Fort 등에서도 건증기를 활용

한다. White(1973)는 전 세계 지열자원 중 건증기 지열발전에 적합한 자원(200℃ 이상)은 

약 5%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증기 방식은 완전 포화상태(saturated state) 또는 과

열상태(superheated state)의 건증기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어홀에서 추출한 후, 지상 

배관(pipe line)을 통해 플랜트의 터빈으로 직접 보내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보어홀 상부와 

증기배관 사이에 이물질 제거기(axial particulate remover)를 설치하여 터빈 블레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습증기 또는 플래시증기 지열발전은 현재 가장 널리 보급된 방식이다. 터빈의 단 수에 따

라 1단과 2단 습증기 지열발전으로 분류하며, 최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3단 습

증기(triple-flash)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멕시코의 Cerro Prieto와 미국의 Imperial 

Valley가 대표적인 사이트다. 습증기 플랜트의 보어홀에서 추출되는 증기는, 습증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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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증기 지열발전 (b) 1단 습증기 지열발전

용어가 말해주듯이, 물과 증기의 2상 혼합물(two-phase mixture)이다. 이 혼합물의 건도

(quality)62)는 지열유체의 상태와 보어홀 크기, 보어홀 상부(well head)의 압력 등에 좌우

되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보어홀 상부 즉 보어홀 출구에서 습증기의 건도는 10~50%다. 실

제 플랜트에서는 원심분리식 기-액 분리기(cyclone vapor-liquid separator)를 이용하

여 습증기를 기상과 액상으로 분리한 후 증기만 이용한다. 건증기 플랜트와 비교했을 때, 보

어홀 출구에 기-액 분리기를 설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다. 

바이너리 사이클(binary cycle, 2유체 사이클) 지열발전은 앞선 두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지하에서 추출한 저온 지열수(100~150℃)는 터빈과 직접 접촉하지 않

는다. 대신 중간에 설치한 열교환기에서 비등점이 지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차 유체

(organic fluid)를 증발시킨 후, 이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한다. 2차 유체로는 냉매계

열 ․ 프로판(C3H8) ․ 펜탄(C4H10) ․ 암모니아(NH3) 등을 사용한다. 이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들이 작동유체이기 때문에 유기랭킨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63)로도 

불린다. 알라스카의 Chena Hot Springs가 대표 사이트이며 75℃ 전후의 지열수로 전력을 

생산한다.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발전은 수백 kWe에서 수 MWe의 개별 유닛들을 조합하여 

완공된다. 여러 요인들이 플랜트 건설비용을 좌우하지만 특히 지열수의 온도가 지배적이다. 

또한, 지열수의 온도는 터빈, 열교환기, 냉각탑 등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이너리 사

이클에서 2차 유체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90~150℃의 지열수를 이용할 수 있다. 2차 유

체의 열적 안정성은 이용 가능한 온도의 상한을 결정하며, 관련 기술과 경제적인 요소들은 

하한을 결정한다. 즉 하한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열교환기의 크기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없

다. 바이너리 발전의 효율은 타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열병합발전 방식을 채택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62) 건도(quality): 열역학적 상태량으로 기-액 2상 혼합물에서 증기가 차지하는 질량 비율.

63)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발전, 바이너리 지열발전, ORC 지열발전 등은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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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단 습증기 지열발전 (d) 바이너리 지열발전

[그림 3-208] 지열발전 플랜트 기술

출처 : http://www.bine.info

[그림 3-209] EGS 발전 개념도 [그림 3-210] 프랑스 슐츠의 EGS 프로젝트

EGS 발전은 심부 고온암체(hot dry rock)에 인공 파쇄대를 형성한 후, 이 파쇄대를 통

해 물을 주입하여 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물을 주입하는 수압 파쇄용 시추공, 

인공 저류층 그리고 뜨거운 물을 퍼 올리기 위한 생산정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 플랜트를 포

함한 전체 시스템은 폐쇄회로(closed loop)를 형성하게 된다. 화산지대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16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3. 국내외 시장 동향

가. 지열 열펌프 시스템

(1) 국내 시장 동향

타 신 ․ 재생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열 열펌프 시스템 역시 정부 주도의 시장이 형성되

어 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냉난방 ․ 급탕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존 설비에 비해 다소 많은 초기 투자비는 지열 시스템의 민간 시장 활성화를 더디

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

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설비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민간 시장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의 대부분이 기술개발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

재하고 있어 다른 신 ․ 재생에너지원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약 3,200~3,50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고려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민간부문의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이다. 전체 규

모를 세분하면, 열펌프 유닛 등을 포함한 장비 시장이 약 2,000억 원 그리고 지중열교환기 

시공을 포함한 시공 시장이 약 1,500억 원 정도다. 지난 몇 년간의 증가세로 볼 때 향후 수 

년 안에 5,000억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급 초기 국산 열펌프 유닛은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기술개발 노력과 정

부의 열펌프 인증제도에 힘입어 현재 약 23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나 이중 미국이 4개 제

품, 중국이 8개 제품으로서 국내 제품이 95%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물 지열 열펌

프 유닛의 207개 제품 중에 67개 제품이 인증기간 만료 및 취소되어 140개 재품이 적용되

고 있으며,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닛은 13개 제품 중에 5개 제품이 인증기간 만료 및 취소

되어 8개 제품이 사용되고, 물-공기멀티 지열 열펌프 유닛은 15개 제품중에 4개 제품이 인

증기간 만료 및 취소로 11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지열 열펌프 유닛의 인증성능기준이 2012년도 이전에는 난방COP 3.45, 냉방COP 4.10

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성능을 강화하여 현재 난방COP 3.62, 냉방COP 4.31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 지열 열펌프의 냉난방 성능 역시 꾸준히 증가해 거의 모든 제품이 인증기준을 만

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개의 대기업, 4개의 중견 기업 그리고 30개의 중소기업이 지열 

열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업체가 1개, 중국업체가 3개 참여하여 지열 열펌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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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지열 열펌프 유닛의 냉난방 성능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2014)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열 열펌프 보급지원을 위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전문기업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시공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012년도까지는 지열 

분야의 등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3,000여개에 달하였지만 현재는 지열에너지만 

단독으로 전문기업을 등록한 업체는 약 920개이며, 다른 열원과 복합하여 전문기업으로 등

록한 업체는 약 2,240개로서 전체 약 3,160 개 업체가 등록되어 다소 증가된 상황이다. 하

지만 전문기업 등록 조건이 너무 낮고 건축설비면허만 보유하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

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의 특성상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현

재 지열 전문기업 중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0개 내외이며, 이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50개 내외로 추정된다.

기존 건설 시장과는 달리, 지열 시장은 아직 설계 ․ 시공 ․ 감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

태로 향후 분리가 필요하다. 지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에

서는 일반 건축설계 사무소가 지열 시스템 설계를 수주한 후, 지열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는 실정이다. 현재 파악되는 설계사무소는 약 350여개, 엔지니어링 주체를 갖는 업

체까지 포함하면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건물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그린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물이 주목받

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축물에 도입하고 있으며, 지열 열펌

프 시스템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도급순위 50위 이내의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지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사업과 관련 없는 민간사업에도 

대부분 지열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주민 복지센터, 그린홈 모델

건물 등에 지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 분야는 제조 ․ 설비 ․ 건설 ․ 시공 등이 융합된 분야로 타 신 ․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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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비해 산업 연관성과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아울러 플랜트나 일반 냉동조기술 

등과 기술 융합이 가능하며 도로와 교량 융설(snow melting) 등의 토목분야, 지역냉난방 

등의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여기에 시설원예나 

농축산 및 양식 ․ 양어 산업 등과 연계할 경우,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지열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약 1/6을 차지하고 있

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열 분야에서 지열 열펌프 시장은 연평균 10~15%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설치의무화 시장에서도 약 75% 이상을 지열 시스템이 담당하

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추세로 볼 때 향후 안정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 국외 시장 동향

전 세계 78개 국가에서 지열 직접이용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직접이용 설비용량(51GWth) 중 지열 열펌프 용량은 35GWth로 69.7%를 점

유하고 있다. 이용량은 60TWh(215 PJ/year)로 전체 이용량 중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 지열 직접이용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미국, 스웨덴과 독일을 포함한 EU 주요 국

가, 중국 등이 보급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3년 전 세계 지열 열펌프 냉난방 시장은 약 

15조 4천억∼16조 원 규모이며, 미국이 약 11조원, EU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이 약 5조원

을 점유하고 있다. 향후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EU 시장의 성장

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 지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다수의 열펌프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Econar, Carrier, ClimateMaster, FHP Manufacturing, Trane, WaterFurnace 등을 

필두로 약 30개의 제조사가 다양한 용량과 형식의 열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Advanced Geothermal Technology, GeoComfort, Hydron Module 등을 필두로 약 

500개의 시공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전 세계 지열 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다양한 용량의 지열 히트펌프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Nibe Heating(스웨

덴), Viessmann(독일), Ochsner(오스트리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열 생산비용을 다

른 화석연료와 비교해볼 때 MWhth당 $50 이하로서 매우 시장성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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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EU 국가의 열펌프 시장전망(2022년)
출처: Heat pumps barometer, EurobservʼER, October 2013

[그림 3-213] 지열 열펌프의 열 생산비용 비교
출처: Renewable Heat Market Developments, IEA Paris 9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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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열발전

(1) 국내 시장 동향

화산지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s; EGS)에 의한 심부지열발전이 가능하며 현재 실증 프로젝트가 포항에서 진행되

고 있다(윤운상 등, 2011). 최근 국제 사회에서 EGS 지열 발전 잠재량 산정에 대한 

protocol이 발표되었고 (Beardsmore et al., 2010) 2011년에 지열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인받기에 이르 다. 이러한 국제적인 protocol에 의해 우리나라에 부존하는 EGS 지열발

전 자원의 잠재량을 산정하는 것은 국내 지열발전 시장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

서 EGS 기술에 의해 우리나라 6.5km 심도까지 심부지열을 개발할 경우 그 기술적인 잠재

량은 약 19.6GW로 향후 지열발전 산업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심부지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EGS지열발전 기술의 도입 및 개발에 따라 포항지열발

전소 외에도 화산섬인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탐사 사업이 진행될 예

정으로 있으며, 광주시와 강릉시 등의 지역에서도 심부지열에너지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되

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심부지열발전 기술개발은 시장형성 초기단계의 국 내시

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화산지대 국가에 150℃ 내외의 중저온 지열

에너지 개발과 바이너리 지열발전 플랜트를 수출함으로써 성장동력산업화 할 수 있는 블루

오션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2) 국외 시장 동향

지열발전 산업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산업 분야로서 지난 35년 동안의 지열발전 설비의 연

간 성장률(CAGR)이 7.9%(KPMG, 2012)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져 왔다. 유럽지열평의회 

2013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24개국에 11,765MW이며, 

추가로 개발 중인 지열발전 프로젝트는 전 세계 70개국에 674개로서 총 11,766MW GEA, 

2013)의 지열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꾸준한 시장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추정

되는 세계 지열발전시장은 약 16조 8천억원 규모로서, 연간 71,997GWhe의 전기를 생산

하여 10조 4천억원의 전력판매수익과 연간 1,588MWe의 지열발전소 신 ․ 증설에 6조 4천

억원의 플랜트 건설시장이 형성(EGC, 2013)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24개 국가가 심부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발전으로 연간 70T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데 국가별로는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순서이며, 최근 설비용량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터키 등의 국가이다.



421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동향

[그림 3-214] 국가별 지열발전 설비용량 규모
출처: World Bank Group, 2012

또한, 2050년 세계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200GW에 달하고 세계 전력생산의 3.5%인 약 

1,400TWh를 지열발전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 (IEA, 2011)되고 있는 등 심부지열발전 시

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열발전 설치용량 증가율에 맞추어 연간 시

장규모를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지열발전의 kW당 건설단가는 지열발전소 규모와 지

열자원의 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4,000USD/kW(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6,000USD/kW(미국) 사이로 건설되는 것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34억USD~50억USD 규

모의 건설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설치용량 1위인 미국의 지열발전소 최근 건설시장 규모

는 연간 5억USD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71,997G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약 

72억 유로(9조 9천억원)의 전력판매수익과 연간 1,588MW의 지열발전소 증설에 약 44억 

유로(6조 원)의 플랜트 건설시장이 형성되어 2013년 현재 세계 지열발전시장은 약 116억 

유로(15조 9천억원)의 규모(EGC, 2013)라고 추정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2년도에 지열발전이 11.5WWe가 설치되었는데 현재 건설 중인것과 

건설 예정으로 발표한 것을 포함하면 2020년도에는 약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중에 플래쉬 증기 발전이 6.9GWe, 건증기 발전이 2.9GWe 그리고 바이너리 사이클 발

전이 1.3GWe이다. 평균발전용량을 살펴볼 때 건증기 발전은 45MWe, 플래쉬 증기 발전은 

30MWe,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은 5MWe인데 플래쉬 증기 발전 중에 최대 130MWe 용량

도 있다. 6개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9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하나 업체

가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지열발전의 투자

비는 플래쉬 증기 발전이 2.3∼3,6 million €/MWe이고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이 3.1∼

6.5 million €/MWe 그리고 EGS에 의한 발전이 6.2∼11,6 million €/MWe이며,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로 매년 4.4 billion €가 투자되고 있다. (출처 : European Geo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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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12 2015 2020

USA 3.187 4.136 5.442

Philippines 1.972 2.112 3.447

Indonesia 1.335 2.325 3.453

Mexico 990 1.208 1.208

EU 941 1.113 1.499

New Zealand 750 1.350 1.599

Iceland 675 890 1.285

Japan 537 568 1.807

Kenya 205 402 560

EI Salvador 204 287 290

Costa Rica 201 201 201

Nicaragua 124 209 240

Congress 2013, Pisa, Italy, 3-7 June 2013)

또한, 지열발전 설치용량 3.1GW로 세계 1위 지열발전 국가인 미국은 비화산지대의 지

열발전을 위해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에 지열담당 전문부서를 운영하며 2009

년 이래 매년 4,000만$ 내외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지

열발전 분야 선진국에서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지열발전을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적으로 아직은 경제성이 부족한 지열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

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3-215]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비용과 리스크
출처: US DOE, 2013, 2013 Market Trends Report, Geothermal Technologies Office

<표 3-133> 전 세계 지열발전 설치용량(MWe)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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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12 2015 2020

Turkey 115 206 1.232

Russia 82 190 194

Papua NG 56 75 75

Guatemala 52 120 141

China 24 60 84

Ethiopia 7 45 70

Australia 1 43 70

Chilli 40 160

Honduras 35 35

Nevis 35 35

Argentina 30 300

Canada 20 493

Thailand 1 1

Bolivia 0 100

Iran 0 50

Peru 0 40

Armenia 0 25

Tanzania 0 20

Norway 0 5

Switzerland 0 3

World total 11.456 15.701 24.162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그림 3-216] 지열발전 플랜트 형식별 설치용량(MWe)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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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지열발전 플랜트 제조사의 설치용량(MWe)

Manufacturer Flash MWe Binary MWe total MWe

Mitsubishi 2.729 2.882

Toshiba 2.721 25 2.746

Fuji 2.315 2.423

Ormat 1.234 1.234

Ansaldo 1.556 1.556

General Electric 532 532

Alstom 155 155

Assoc. Elec. Ind. 90 90

Kaluga 72 10 82

British Thomson Hou. 82 82

Mafi Trench 72 72

Qingdao Jieneng 62 62

UTC Turboden (MHI) 19 19

Kawasaki 15 15

Westinghouse 14 14

Elliot 12 12

Harbin 11 11

Enex 11 11

Turbine air system 8 8

Parsons 5 5

Makrotek 5 5

Siemens 4 4

other 3 3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표 3-135> 최근 지열발전 플랜트 초기투자비용(million €/MWe)

Flash Binary EGS

USA 2.7 3.1 6.2

Indonesia, N.Zealand, 
Philippines

2.3

EU
-Germany

4.5
6.5

11.6

Chile 3.6

Turkey 2.75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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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6> 최근 지열발전 플랜트의 발전단가(c€/kWhe)

Flash Binary EGS

USA 5.5 6.0 10.0

Indonesia, N.Zealand, 
Philippines

4.4

EU
-Germany

9.5
10.4

21.3

Chile 7.2

Turkey 6.6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표 3-137> 각 국가별 발전차액(feed-in-tariff) 및 우선지원 지원 비교

Country €/kWh
Japan: ＞15MW - ＜15MW 0.2692-0.4077
Switzerland: ＞20MW - ＜5MW 0.1890-0.3330
Germany: hydrothermal-EGS 0.2500-0.3000
France
  - continental
  - overseas

0.2000-0.2800
0.1300-0.1600

Slovakia 0.1905
Czech Republic
  - feed-in tariff
  - feed-in premium

0.1810
0.1420

Italy: feed-in premium 0.0800-0.1300
Croatia 0.1590
Slovenia
  - feed-in tariff
  - feed-in premium

0.1524
0.1036

UK: feed-in tariff equiv.
2 ROCs per MWh

0.1422

Indonesia 0.0833-0.1308
Greece 0.1220
Romania: feed-in tariff equiv.
2 green cert. per MWh

0.0540-0.1100

Hungary 0.0390-0.1070
Turkey 0.08-0.10
Belgium: green certificates (min) 0.0900
Portugal: Azores only 0.0884
Austria 0.0743
Estonia: feed-in premium 0.0537
Spain
  - feed-in tariff
  - feed-in premium

0.0765
0.0427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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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8> 새로운 지열발전 플랜트 투자회사

Company Location installed MWe
new projects 

MWe

Gradient resources USA 0 1,025

Pertamina Indonesia 642 875

Oski Energy USA 0.8 655

Ram Power USA, global 40 610

Enel Italy, global 955 505

Contact Energy N. Zealand 336 490

Landvirksjun Iceland 63 480

CallEnergy USA 329 470

Calpine USA 1,309 420

Idatherm USA 0 400

Ormat USA, global 777 350

US Geothermal USA 54 350

Itochu Japan, Indonesia 0 330

EDC Philippines 756 305

KenGen Kenya 150 280

Altera USA, global 198 280

Zorlu Turkey 15 185

Terra-Gen USA 392 180

Total: 8,190

출처: European Geothermal Congress 2013

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 기술개발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진행되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을 본격

적으로 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부 요소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있었지만, 주로 시스템과 지중열교

환기 등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공급 시스템 위주로 지원되

었다. 최근 타 열원과의 융합기술과 ICT와 연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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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시작연도

과          제          명

2001 - 중 ․ 저온성 지열에너지 개발 기술(3년)

2002
- 지열냉난방시스템 실증연구(2년)
- 지열냉난방 시스템 성능 평가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2년)
- 한국에 적합한 지열냉난방 시스템 기술개발과 적용성 및 신뢰성 평가연구(2년)

2003
- 현지용 지중열전도도 예측 기술 개발(2년)
- 부하추종형 고효율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3년)
- 지열 이용 열펌프시스템의 성능평가기법 및 기술기준(안) 구축(2년)

2004

- 지열 이용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3년)
- 한국형 지중열교환기 최적 설계 패키지 개발(3년)
- 지중 열교환기 전열성능 향상을 위한 뒤채움재(grouting material) 조성에 관한 연구(2년)
- 고성능 저가형 지중열교환기 개발(2년)
- 복수정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연구(2년)
- 스탠딩컬럼웰을 적용한 지열히트펌프 실증연구(2년)

2005

-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건물냉난방 기술 개발(2년)
- 수직형 지중 열교환기 시공기법 및 고성능 천공기술 개발(2년)
- 현지 지중열전도도 측정 기술(2년)
- 시설원예용 수평형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실증연구(2년)

2006
- 공동주택(아파트)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적용성에 관한 연구(5년)
- 용량가변형 지열원 다중공간 냉난방 시스템(2년)
- 저가, 고효율 지중 열교환기 그라우팅 재료 개발 및 DB 구축(2년)

2007

- 지하수 축열을 고려한 대수층 냉난방 시스템 개발
- 단일관정을 활용한 충적대수층 이용 냉난방 시스템 개발
- 저심도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파일 및 환기병용형 냉난방 시스템 개발
- 친환경 무기질계 지열에너지 회수용 충진재료의 개발
- 자연냉매를 적용한 고효율 지열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개발

2008
- 광역부하대응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지열원 냉난방 유닛 설계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3년)
- 에너지 텍스타일의 국내 터널에서의 적용성 연구(2년)
- 한국형 지열발전 시스템의 기술개발 타당성 연구(1년)

2009
- 전열 성능 분석을 통한 수평형 지중열교환기 설계 데이터 및 시공기법 구축(2년)
- 건물 하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지중열교환기 및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실증 평가(2년)

2010

- 직접순환식(DX) 수직밀폐형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기술 구축(3년)
- R410A 원심 압축기를 이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3년)
- 앵커(anchor)와 로우프를 이용한 고심도 고열량 지중 열교환기 장치 개발(2년)
- 소규모 분산형 지열시스템 개발(3년)
-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5년)

2011
- 저온 지열원 100kW급 ORC 발전 기술 개발(5년)
- 내식형 직접 순환식 지중열교환 시스템 기술 개발(2년)
-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 적합한 지열교환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법 개발(3년)

<표 3-139> 국내 지열관련 연구개발 현황(2001~2013)



428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과제 
시작연도

과          제          명

2012
- 개방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 시공기준 확립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3년)
- 비주거용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보조 히트싱크 활용 기술 개발(3년)

2013

- 200RT급 지열, 공기열 하이브리드 열원 냉 ․ 난방 시스템 개발(1년)
- EGS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 시뮬레이터 개발(3년)
- ICT 융합 지열 시스템의 지능형 통합유지 ․ 관리 기술 개발(3년)
- 지열 저류층 4차원 영상화 기술 개발(3년)

<표 3-140> 최근 5년간 기술개발 투자비 현황(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570 7,718 6,860 10,065 4,515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기계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분야다. 특히 지중열교환기는 시스

템의 성능과 초기투자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 국산화와 저비용 시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술력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

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과 수행능력을 높

이기 위해 산 ․ 학 ․ 연 연계체계와 지원 정책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R&D방향이 산업화와 수출 상품화에 맞춰져 있어, 타 분야보다 적게 지원

되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고효율 열펌프유닛 개발과 이를 통한 수출산업화도 중요하다. 여

기에 다양한 용량의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실증과 효율 향상기술 개발, 설계/시공기준 구축, 

시스템 표준화, 경제성 평가 등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심부지열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심부 시추기술은 

1980년대 석탄합리화 사업 이후 심부 시추에 대한 수요가 사라져, 국내의 시추기술은 온천

/지하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1km 내외의 수직시추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최근 ʻʻMW급 지

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ʼʼ 과제를 통해 포항에서 최대 4,127m 심도까지 시추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과제를 통해 4km 이상의 수직시추 기술을 4km 이상의 방향성 시추기술로 향상시

키면 심부시추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 될 것이다.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는 주관사

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 ㈜포스코 및 ㈜이노지오테크놀로지와 컨소시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0

년부터 시작된 포항 MW급 지열발전 연구개발은 국내 최장 시추를 실시하는 등 심부 탐사, 

수압 파쇄, 시추, 고온고압화 심부 물리검층, 저온 발전 플랜트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세계 수준과는 3∼8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릉도의 녹색섬 조성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지열발전 가능성 검토를 위해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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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분석, 500m 심도의 시추조사 2공 및 온도검층을 통한 열물성분석 등 제반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울릉도의 지열부존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향후 지열 발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소요기간 및 비용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만약 지열발전이 가능할 경우 예상되는 

향후 계획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심부지열산업의 

중요한 기술적 요소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시추인데, 광주광역시 내에 시추기 전문 기업인 

㈜한진디엔비가 워터햄머를 이용한 심부시추 기술을 개발하였다. 워터햄머 시추방식은 해

외에서 장심도 시추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트리콘 비트 시추방식 대비 화강암 시추에 매우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217] 포항지역에 건설 중인 MW급 지열발전 플랜트
출처: 심부지열 개발 ․ 이용 ․ 보급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이상돈, 2014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미국과 EU를 비롯한 국외 주요 국가들은 기술개발 전략과 장기 로드맵을 구축한 후 이를 

근거로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마다 기술개발 분야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방

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전통적인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자국 내 기후 환경 및 다양한 건물에 적합한 지열 열펌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시스템의 계간성능(SPF)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기술과 통합 제어기술 개발

- 장기간의 실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 분석

-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 각종 기준 등을 작성하여 국가 보급 사업에 적극 활용

○ 열원 다변화 및 요소기술의 성능 향상을 통한 초기투자비 절감 노력

- 하이브리드 시스템(지열+기존 냉난방 설비, 지열+타 신 ․ 재생에너지원) 개발

- 지중열교환기 시공비 절감을 위한 부품 ․ 소재 기술 및 시공 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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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펌프 압축기 ․ 열교환기 ․ 시스템 제어기 등 요소기술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기술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기술 개발

-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열펌프 및 패키지 형태의 다양한 용량대별 열펌프 개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지열 열펌프 시스템 개발

○ 국가 간 공동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교류

- IEA, EU, 유럽지열에너지위원회(EGEC) 등의 회원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

- 대표 연구 프로젝트

∙ Economic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low energy houses(스위스 

주관, 독일 ․ 프랑스 ․ 캐나다 ․ 미국 ․ 일본 ․ 오스트리아 등 참여

∙ Advanced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for heating and cooling in 

Mediterranean climates(EGEC 회원국들의 공동 연구)

미국은 세계 지열발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지열자원 최적 이용기술, 

심부 시추기술, 저온 지열발전 사이클의 효율향상 기술, EGS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

초 및 응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너리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터빈

과 발전기 개발 등 원천기술 선점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는 지열저류층 전문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TOUGH를 개발하여 다상 다성분 열-수리 연동 거동 수치해석 분야의 리더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오메카닉스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FLAC 등과 연동하여 고준위 방

사성 지하처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으로 적용성를 확대하고 있다. 지열발전 전문기업

인 Altarock은 지열시추공에서 여러 구간에서의 투수율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구간폐쇄열

열화물질(Thermally-degradable Zonal Isolation Materials, TZIMs) 개발하여, EGS 

수리자극 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EGS 지열발전 관련 R&D 지원 규모를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저류층 생성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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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 미국 에너지부(DOE) 지원 EGS 기술개발 프로젝트

분류 연구주제

Fracture 
characterization

Characterizing Fractures in Geysers Geothermal Field by Micro-seismic Data, 
Using Soft Computing, Fractals, and Shear Wave Anisotropy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atural and Induced Fra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Enhanced Geothermal

Advanced 3D Geophysical Imaging Technologies for Geothermal Resource 
Characterization

Development of 
hydraulic 
stimulation

The development of fracturing techniques

The use of downhole technologies to characterize fractures in EGS reservoirs 

High Temperature Perforating system for Geothermal Application

Prediction and 
simulation of 

hydraulic 
stimulation

FRAC-STIM: A Physics-Based Fracture Stimulation, Reservoir Flow and Heat 
Transport Simulator (aka FALCON)

Predicting Stimulation-Response Relationships for Engineered Geothermal 
Reservoirs

Analysis of Geothermal Reservoir Stimulation using Geomechanics-Based 
Stochastic Analysis of Injection-Induced Seismici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vanced Stimulation Prediction Model for 
Enhanced Geothermal Systems

Development of an Advanced Stimulation/Production Predictive Simulator for 
Enhanced Geothermal Systems 

출처: http://www4.eere.energy.gov/geothermal/projects, (2013년 10월 15일 기준)

독일 연방 지질자원연구원은 Groβ Schonebeck 지역을 중심으로 80여명의 박사급 연

구인력이 EGS 지열발전의 상업화를 위한 저류층 수리자극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사업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EGS 지열발전에서의 수리

자극에 따른 미소진동 (microseismicity) 조절 및 저감이 EGS 지열발전 기술 확대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GEISER, ENGINE, I-GET, EGS PILOT PLANT 등 4개 EU 프로젝트 

(FP6 및 FP7)에 총 4,000만유로 (한화 약 6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슐츠(Soultz)지역에 세계 최초의 EGS 지열발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독

일은 2030년까지 850MW의 EGS 지열발전을 목표로 활발한 탐사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저류층 유체유동 시뮬레이션, 시추, 실증 등

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프랑스 Soultz 지열발전소(1.5MW), 독일 Landau 지열

발전소(4.8MW), 독일 Insheim 지열발전소(4.8MW), 미국 Desert Peak 지열발전소

(1.7MW) 등 현재 최대 4.8MW급의 EGS지열발전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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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국내 지열 열펌프 시스템 보급 용량과 에너지 생산량 변화 추이

5. 국내외 보급 현황

가. 지열 열펌프 시스템

(1) 국내 보급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경에 지열 열펌프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후, 초기 시장 진입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와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시

스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지난 몇년 동안 연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정도

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말까지 약 30개소에 불과했던 시스템이 정부 보급정책에 

힘입어 2011년도에는 증가세가 주춤하여 다소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기준 누적 설치 용량이 약 552,804kWth에 이르 다.

정부의 보급 지원제도는 국내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제도에는 ʻ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ʼ, ʻ주택/건물/지역지원사업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

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주택지원사업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보급 사업

을 통한 보급과 현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시장의 보급량까지 포함하면 국내 전체 보

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급 사업 초창기(∼2007년)에는 주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을 보급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상업용 건물 그리고 산업시설에 보급하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시설원예 지열설

비보급사업 등을 통해 가정용(residential), 공공건물용(public), 시설원예용(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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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00억(국고 1,200억, 지방비 400억, 자부담 400억)을 시설원예용 지열설비 보급 사업에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 건물 용도별 보급용량을 살펴보면 공공건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주택용, 시설원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보급되었으며, 최근 들어 시스템의 용량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3-219] 건물 용도별 보급 용량(2013년)

[그림 3-220] 2013년도 지역별 보급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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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3,850kW)

   

B대학 병원(3,500kW)

세종신도시 정부청사(5,250kW)

   

화성 시설원예(5,600kW)

[그림 3-221] 국내 중 ․ 대형 지열 열펌프 시스템 보급 사례

(2) 국외 보급 현황

세계적으로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열 직접이용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기

준, 전 세계 직접이용 보급용량은 약 60GWth이고, 생산열량은 약 0.3EJ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미국, 중국, 스웨덴,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대규모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222] 세계 지열 직접이용 보급 용량
출처: TRENDS IN GEOTHERMAL APPLICATIONS 2012, IEA-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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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국가별 지열 직접이용 보급 비율
출처: The 2013 Geothermal Technologies Market Trends Report, DOE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미국은 지열 열펌프의 보급대수가 약 250만대에 달하고, 독일 ․
스웨덴 ․ 프랑스 ․ 핀란드 ․ 오스트리아 등을 포함한 EU 주요 8개국은 130만대 정도 보급하

고 있으나 증가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주요 원인이지만,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이 유럽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신규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

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증 ․ 개축 시장과 주요 8개국을 포함한 EU 전체 국가

들의 보급량을 모두 고려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열 직접이용 중에 지열 히트펌프가 건물 난방을 위해 약 68.3%로 가장 많고, 온천 및 수

영장 등이 13.8%이다.

[그림 3-224] 지열 직접이용 분야별 비율
출처: Direct Utilization of Geothermal Energy, Canadian Geothermal Energy Associ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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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지열 직접이용 및 열펌프 보급 예상
출처: Bromley et al., 2010

나. 지열발전

(1) 국내 보급 현황

현재 국내에 지열발전 플랜트가 보급된 사례는 없으나 포항에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

술 개발로 건설 중이며, 2016년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외 보급 현황

2013년까지 지열발전 설치용량은 약 11.8GWe 정도 보급되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것을 

고려하면 2017년에는 13.4GWe 용량의 지열발전이 세계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미국은 2013년에 3.44GWe를 보급하였고, 유타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뉴멕시코주 등에서 새로 건설되고 있으며, 2013년에만 85MWe 용량의 지열발전

을 설치하였고, 약 1.0GWe를 추가로 계획하였으며, 약 3.1GWe 용량이 개발 중에 있다. 

20년 후에는 지열발전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MWe급 지열발전

이 건설중인 국가들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약 4,500MWe를 건설중에 있으

며, 지열발전소 수로는 미국이 182개로 가장 많이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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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전 세계적으로 운영중인 지열발전 설치용량
출처: 2013 Geothermal Power: International Market Overview, GEA

[그림 3-227] 전 세계적으로 건설중인 지열발전 현황
출처: 2013 Geothermal Power: International Market Overview, GEA 

전 세계적으로 지열발전 플랜트는 플래쉬 증기 지열발전이 전체 설치용량 중 약 

39%(4,557MW)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건증기 지열발전이 약 25%(3,005MW)이며, 더

블 플래쉬 증기 지열발전이 약 19% (2,184MW)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발

전은 약 14%(1,654MW)이고 나머지 3%는 triple flash, back pressure, flash/binary 

hybrid, EGS 등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건증기 지열발전이 약 47% (1,585MWe)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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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플래쉬 증기 지열발전이 약 29%(997MWe)fh 두 번째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발전으로서 약 24%(804MWe)를 차지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태양열발전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대두되고 있다.

[그림 3-228] 지열발전 플랜트 형식별 보급용량
출처: ANNUAL GEOTHERMAL POWER PRODUCTION AND DEVELOPMENT REPORT, GEA, 2013 

6. 향후 추진계획

신 ․ 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는 거의 무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지열 열펌프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지

열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관련법과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기술개발 인력 인프라 구축과 

홍보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냉난방 ․ 급탕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기계기

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분야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설비에 비해 다소 많은 

초기투자비는 지열 시스템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

라 국내 기술력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열발전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산학연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원천기술부터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육상 유전이나 고온지열 지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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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시추나 저류층 공학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기

술 분야 산업화와 전체 공정 국산화를 병행하는 추진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에 지열발전소를 보급, 구축하기 위해 지하 암반 내에서 인공적인 균열을 생성하고 전파시

키는 수리자극 기술, 인공 저류층의 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술, 

심부 시추공 내의 고압 환경 하에서 각종 물리적 특성을 계측하는 기술, 심부 시추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발전단가를 저감하여 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의 모듈화한 바

이너리 발전기를 수출 전략화 품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제도에 힘입어 지열 열펌프 시스템의 보급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시장의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열 분야는 제조

․ 설비 ․ 건설 ․ 시공 ․ 자원 등이 융합된 분야로 타 신 ․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산업 연관성과 파

급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플랜트나 일반 냉동공조 기술 등과 기술 융합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목분야와 타 에너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지열에너지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이용 분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면, 국가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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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진 석

제10절  바이오

1. 개요

가.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

농림부산물과 유기성 폐기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 가능한 바이오에

너지는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수송용 연료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석유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에 가장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다. 즉 바이오매스(식물)는 계속 자라거나 생성되므로 석유

나 석탄과 같이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재생성을 가져 자원의 고갈 

문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함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자라

면서 광합성에 의해 흡수하므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는 크지 않아 국제사회에

서는 지구 온난화 대처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그림 3-229]).

[그림 3-229] 바이오에너지의 재생성 및 CO2 순환

나.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원료에는 곡물, 목질계, 유기성 폐기물 및 해양 바이오

매스 등이 있으며 열화학 또는 생물 공정에 의해 열, 전기 및 수송용 바이오연료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활용된다([그림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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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바이오에너지기술 개요

(1) 열화학 전환 기술

(가) 연소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은 인류가 가장 먼저 활용한 바이오에너

지 형태이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태워 취사 또는 난방용 

에너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매우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수집 및 수송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집단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활용은 어렵다. 따라서 고형 바이오연료

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목재를 분말화하여 고압에서 압축한 목질 펠릿으로 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연료의 에너지 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반탄화 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다([그림 3-231]). 이러한 고형 바이오연료는 주로 가정용 또는 집단 난방을 위한 

대형 보일러에서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전 부문에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형 바이오연료는 석탄 발전소에서의 혼

소 또는 바이오매스 전용 발전소에서 전소 연료로도 활용되고 있다([그림 3-231]).

[그림 3-231] 고형 바이오연료 기술 개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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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고형 바이오연료의 활용

(나) 열분해/가스화

바이오매스를 무 산소 또는 산소 결핍 조건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반응 조건에 따라 다

양한 조성의 생성물이 얻어진다. 주요 기술별 반응조건 및 생성물 조성에 대해 아래 <표 

3-142>에 요약하였다.

<표 3-142> 바이오매스의 열적 변화 기술별 반응 조건 비교

기술
반응 조건 생성물 수율

반응온도, ℃ 시간 고상(char) 액상(oil) 가스

탄화 350-450 수 시간 35 30 35

급속 열분해 400-600 2초 이내 12 75 13

가스화 800-1,300 10초-30분 10 5 85

출처: 에기평, 바이오-폐기물 발전 전략보고서, 2012

(다) 촉매 전환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바이오오일 및 합성가스는 열 또는 전기 생산 에

너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송용 연료로 활용가능하다([그림 3-233]).

[그림 3-233] 열화학 촉매 전환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 개요
출처: IEA TF39, Report T39-T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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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유지도 화학촉매 전환에 의해 바이오디젤 또는 여타 수송용 연료로 전환 가능

하다([그림 3-234]).

[그림 3-234] 촉매에 의한 동/식물성 유지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개요

(2) 생물공정 기술 

(가)  발효 기술 (액상 연료)

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매스를 

미생물이 발효할 수 있는 단당류로 전환하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처리는 바

이오매스 종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3-235]). 즉 사탕수수, 사탕무 등과 같은 당질계 바이

오매스의 경우 바이오매스로부터 직접 추출한 당을 미생물 발효에 활용 가능하지만 전분질

계와 목질계의 경우 당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의 추가가 필요하다. 즉 옥수수 등 전분

질계 원료의 경우 녹말을 단당류로 전환하는 당화 과정이 필요하며 목질계 원료는 리그닌 

분리 및 셀룰로스계 물질의 당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림 3-235] 발효에 의한 액상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

(나) 혐기소화 기술(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은 공기가 없는 혐기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메탄이 주성분인 바

이오가스를 생성한다. 이러한 혐기소화 공정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

성 폐기물의 감량화 효과가 높아 우리나라와 같이 폐기물 처리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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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유용한 기술이다.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소화 공정은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전처리, 

사전 조정 단계(조정조), 메탄으로 전환되는 소화조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이후 바이오가스

는 열 또는 전기 생산 에너지로 활용된다. 메탄을 생산하고 남은 잔류물은 퇴비로 활용되거

나 매립, 소각 처리된다([그림 3-236]).

최근에는 EU에서 바이오가스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도시가스 대체연료 또는 CNG 차량

용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가치를 보다 높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36] 혐기소화 공정도

앞에서 기술한 주요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기술에 대해 아래 [그림 3-237]에 요약하였다.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용도

[그림 3-237] 주요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류 및 활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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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장 현황

가. 해외 시장 동향

바이오에너지는 풍부한 가용자원과 활용 기술의 용이성 등으로 신 ․ 재생에너지원 중 가

장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그림 3-238]). 바

이오에너지는 기술 개요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열, 전기 및 수송용 연료 생산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열 또는 발전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증가세는 둔화되

고 있다([그림 3-239]. [그림 3-240]).

바이오에너지의 열에너지 시장은 가정에서의 땔감 등 전통 활용과 집단 에너지 열에너지 

공급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2012년 바이오에너지의 전통 활용 열에너지 시장은 전체 재생

에너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약 6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3-239]). 이러한 바이오에너지의 전통 목적 활용의 축소는 Non-OECD 국가들에

서의 농촌 도시화에 기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도시화 등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집단에너지로 활용 시장은 건물 부문에서 연 평균 5.1% 성장이 예상

되어 산업 부문에서의 시장 성장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8] New policy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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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바이오에너지의 열 에너지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4)

출처: IEA,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4

열에너지 시장에서와 달리 바이오에너지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7% 수준이며 2020년까지 성장률은 해상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3-240]). 이와 같은 발전시장에서의 낮은 바이오에너지 성장률은 바이오에너

지 발전시 바이오매스 원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미

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3-241]). 바이오매스의 석탄 혼소발전은 타 재생에너지원

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향후 바이오에너지의 발전 시장에서 활용은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혼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40] 재생에너지원별 발전 시장에서 점유율 현황 및 향후 전망
출처: IEA,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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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단가 현황 및 전망
출처: IEA,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4

전 세계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은 국가별로 시장 전망이 각각 다를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전체 수송용 바이오연료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브라질과 EU는 단기적으로

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바이오연료 보급 성장세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

우 야심차게 추진하던 목질계 원료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의 상용화에 대한 어려움으

로 2019년까지는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은 에탄올의 

주 경쟁연료인 가솔린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함에 따라 에탄올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EU는 곡물 원료 사용에 대한 지속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

이오연료 시장 확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동남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Non-OECD 국가들은 수입 석유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한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장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2], [그림 3-243]). 

[그림 3-242]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 현황 및 단기 전망
출처: IEA,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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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해외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 정책(RFS) 도입 현황
출처: Hart Energyʼs Global Biofuels Center, August 2011

하지만 중장기 시장 전망에서는 수송 부문에서 CO2 감축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 필요성

에 대한 인식 확산과 비식용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이 상용화

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가파른 시장 확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244]).

[그림 3-244]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의 장기 전망
출처: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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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 동향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바이오

에너지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전기와 수송용 연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이 활성화되고 있다.

발전시장의 경우 RPS 정책 시행으로 발전소 등은 의무 보급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목질 

펠릿 등 고형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중유 등 액상연료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에

서는 최근 RPS 목표 조정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별 상한 비

율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목질 펠릿 

시장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3-143>).

<표 3-143> 국내 발전사 목질 펠릿 수요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변경 RPS, % 3.0 3.0 3.5 4.0 4.5 5.0 6.0

바이오/폐기물 상한 비율, % - 30 30 30 25 25 25

목질 펠릿 수요, 만톤/년 128 81 121 173 163 191 246

출처: 산림과학원, 2014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도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정책 시행으로 현재 약 6천억 원 (바이

오디젤 40만 kL)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은 국내 바이오연

료 보급 확대 정책 시행에 의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245]).

[그림 3-245] RFS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시나리오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2012

현재 바이오에너지의 열에너지 활용 시장은 지원 정책 부재로 미미하지만, 2016년 시행 

예정인 재생열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RHO)이 시행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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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해외 기술 개발 현황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는 원료비 비중이 높아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

해 기술개발에 따른 에너지 생산 비용 절감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타 재생에너지원의 보급

이 어려운 수송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부터 만들어지는 바이오연료는 현재 수송 인프라(차량 및 보급 유통망)에서 직접 사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과 ETBE 등은 이미 보급중이다

([그림 3-246]). 

[그림 3-246] 수송용 바이오연료 기술

국내외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은 바이오연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도출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즉 현재의 바이오연료는 곡물로부터 생산되어 원료 수급이 불안하다는 점

과 연료 물성이 좋지 않아 저농도로만 혼합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점이 있다. 현재 보급중인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은 각각 10%와 5% 이하만 혼합 사용 가능하지만, 기후변화 대

응 CO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송 부문에서의 바이오연료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은 크게 원료 수급 안정성 개

선과 고함량 바이오연료 혼합 사용이 가능토록 물성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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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연구기관

원료 적용 기술 연료
생산 용량, 
103 kL/년

지원 규모, 
$106 TRL

Abengoa 농산부산물, 억새 열화학/바이오 에탄올 41 76 상용화

POET 옥수수 부산물 바이오 〃 90-108 80 〃

Pacific 
Ethanol

농산부산물/포플라 바이오 〃 10 30 〃

RSA 목본계 바이오 〃 8 34 〃

Verenium
Biofuels

사탕수수 부산물 바이오 〃 3 15 〃

Enerkem 목본계, MSW 열화학 〃 36 - 〃

(1) 비식용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연료전환 기술 개발 

(가)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연료전환 기술 개발 동향

현재 사용중인 곡물 원료를 대체하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는 크게 유기성 폐기물, 목질계 

및 해양 바이오매스 등이 있다. 이들 중 유기성 폐기물은 현재 사용중인 곡물 원료와 특성이 

유사하여 단기 상용화 공정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원양이 제한적이어서 향후 

급증할 바이오연료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활용 가능한 유기성 폐기

물에는 탄수화물 기반의 기존 유기성 폐기물(음식 쓰레기, 슬러지, 축산 분뇨 등)과 폐유지 

등이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소화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열병합 발전연료로 주로 

이용되었지만 최근 CNG 또는 LNG 차량용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순도 정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아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로 사용되지 않

는 저급 폐유지로부터 바이오디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체 촉매 또는 효소 촉매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를 위한 실증 공정 운전중에 있다.

(나) 목질계 원료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개발 

EU와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국 특성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주요 수송연료인 가솔린 대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의 양산에 

적합한 생물학적 전환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반면, EU는 디젤 대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열화학적 전환 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목질계 에탄올 생산기술은 현재 미국과 EU 등에서 파일롯 공정의 연구 단계이며, 미국은 

자국 부존 농임산 부산물을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상용화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에 대한 실증 연구 및 파일롯 공정 연구를 수행중이다(<표 3-144>).

<표 3-144> 미국의 주요 차세대 바이오연료 실증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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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연구기관

원료 적용 기술 연료
생산 용량, 
103 kL/년

지원 규모, 
$106 TRL

American 
Process

목본계 바이오 〃 3.2 - 〃

ADM 옥수수 부산물 바이오 〃 0.09 - 〃

ICM 옥수수 부산물/억새 바이오 〃 1.24 〃

Zeachem
포플라/옥수수 

부산물
바이오 〃 0.9 〃

Logos/Ede
nIQ

옥수수 부산물/억새 바이오 〃 0.18 〃

출처: IEA TF39, Report T39-P1b, 2010

EU는 열화학적 전환 기술을 적용하여 경유 대체연료(BtL)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동 공정의 핵심기술은 1)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가스화 2) 합성 가스의 정제 3) 합성 가

스의 F-T 디젤 합성 기술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 주자인 독일의 Choren GmbH는 다국

적 기업인 Shell과 공동으로 상용화 실증공정 개발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최근 경제성 확보 

실패로 기술개발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을 중심으로 BtL 공정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소규모 실증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표 3-145>).

<표 3-145> EU의 주요 차세대 바이오연료 실증 R&D 현황

수행 
연구기관

원료 적용 기술 연료
생산 용량, 
103 kL/년

완료 시기 소재지

Chemrec 제지 슬러지 열화학 DME 95 2013 스웨덴

CHOREN 목본계 부산물 열화학 F-T 연료 200 중단 독일

ECN - 열화학 합성가스 28.8 2016 네델란드

Neste Oil 산림부산물 열화학 F-T 연료 100 2016 핀란드

출처: IEA TF39, Report T39-P1b, 2010

(다) 해양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개발 

제한된 육상 경지로부터 생산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 양으로는 향후 바이오에너지수요

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양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생산 및 연료화 기술 개발도 최

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 가능한 바이오연료에 대해 

[그림 3-247]에 나타냈다. 

미국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고효율 

배양 공정 및 미세조류의 바이오디젤 전환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해안가에서 수집되는 해초류를 혐기소화에 의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분산형 발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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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증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림 3-247]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 생산 체계도

(2) 바이오연료 물성 개선 기술(Drop-in 바이오연료) 개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보급중인 바이오연료는 10% 이하의 저농도로만 혼합사용

이 가능하므로 고농도 혼합 바이오연료(Drop-in)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바이오연료 기술의 핵심은 석유계연료와 유사한 물성을 갖도록 산소 함량을 

낮추고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 (long chain 탄화수소)화하는 기술이다. 에탄올보다 탄소가 

두 분자 많은 연료 부탄올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듀폰사와 영국의 BP는 Joint 

Venture를 설립하였으며 부탄올 생산 공정의 핵심 기술인 부탄올 내성 및 생산성이 우수한 

균주 개발 및 동 균주에 의한 부탄올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파일롯 실증중이다. 아울러 

많은 벤처기업들이 보다 산소 함량이 낮고 분자량은 큰 다양한 drop-in 바이오연료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상용화를 위한 파일롯 실증 단계 연구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은 바이오매스 성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

는 바이오매스 원료의 도출 및 그에 맞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바이오에

너지 생산에 활용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기성 폐기물과 산

림 간벌재 등을 먼저 에너지로 활용하고 향후 늘어나는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오매스 자원의 발굴 및 에너지 활용 기술 그리고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되었다([그림 3-248]). 실제 국

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은 앞에 언급한 바이오매스 자원들을 활용하는 기술개발 연구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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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부존 바이오매스 자원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거의 없으므로 국내 발생 

유기성 폐기물과 미활용 바이오매스 자원은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료이었으며 결과

적으로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 활용 기술과 산림 간벌재 등 목질 

자원을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

화 기술은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소화 기술개발과 생산 바이오가스를 

전기 또는 CNG 차량용 연료로 활용도를 높이려는 기술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한 목질계 고형연료 관련 연구는 고품질 목질 펠릿의 생산 기술과 목질 고형 연료를 안정적

으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고효율 보일러 개발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목질 바이오매스

를 차량용 연료(바이오에탄올, F-T 디젤 등)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

고 있다. 

[그림 3-248]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 방안
출처: 한국공학한림원, 2008

(2) 신규 바이오매스의 발굴 및 에너지 활용기술

향후 급증하는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생산성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

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해조류, 미세조류 등의 해양 바이오매스와 버려진 땅에서 

경작 가능한 고생산성 억새 등을 에너지화하는 기술 개발도 시작되었다. 해조류는 한정된 

육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에 대한 유효성

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조류를 차량용 연료인 바이오알코올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식물성 플랑크톤인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여 

산업체 배출 CO2를 고정화하고 생산된 미세조류는 경유 대체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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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내 필요 바이오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에너지 생산 기술

앞으로 국내에서 보급해야 할 바이오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의 활용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새로이 기술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은 국내 자원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일부 다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정 기

술의 운전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 팜 농장 사업에 잇따라 진출함에 따라 

팜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사업이 착수되었다. 동 사업에서는 팜 부산물을 열

분해하여 바이오오일을 생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개발과 생물공정에 의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 차량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

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 등에서 플랜테이션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해외 농

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 기술한 국내 주요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표 3-146>에 요약하였다.

<표 3-146> 국내 주요 바이오에너지기술 개발 현황

활용 원료 연구기간 연구 내용

국내 자원
농임산 부산물 2011-2016 보리짚 등 초본계 에탄올 전환 기술 실증

미활용 폐유지 2014-2017 폐유지의 바이오디젤 전환 플랜트 개발

신규 자원
억새 2010-2015 억새의 시범 경작 및 에탄올 전환 실증 

미세조류 2010-2019 미세조류 양산 및 바이오연료화 기술 

해외 자원 팜 부산물 2010-2015 팜 부산물의 액상 연료화 기술

4. 국내외 보급 현황

(1) 해외 보급 현황

201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보급 양은 1.3 x 109 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에 해당하고 총 바이오에너지 소비의 80%는 건물과 산업 부문에서 열에너지로 활용되

었다([그림 3-249]). 이러한 바이오에너지 소비형태는 선진국(OECD)과 개발 도상국

(Non- OECD)이 다른 경향을 나타내어 OECD 국가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소비의 약 52%가 

수송용 연료와 전기에너지로 활용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열에너지로 활용이 약 

87%로 매우 높았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바이오매스를 가정에서의 난방, 취사 등의 전통

적인 방식으로 활용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로 활

용은 지열 또는 태양열 등 다른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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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높은 전기 또는 수송용 에너지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IEA에 

따르면 2035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의 열에너지로 활용 비중은 62%로 낮아지는 반면 전기 

또는 수송용 연료로 활용은 2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경우 현재 4%인 점유율은 2035년까지 2.5배 이상 높은 10%에 도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3-250]). 이러한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보급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

제사회의 중요 관심 이슈로 부각된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미국, 브라질 및 EU 등

이 전체 보급의 대부분을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 절의 해외시장 동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단기적으로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49]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New Policies 시나리오 기준)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그림 3-250] 전 세계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현황
출처: 미국 E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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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보급 현황

국내 바이오매스 부존자원은 연간 1,128만 toe 정도이며 현재 기술로 이용 가능한 보급 잠

재량은 232만 toe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보급 중인 바이오에너지는 유기성 폐기물 

혐기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메탄) 및 LFG의 열 또는 발전 이용, 성형탄, 우드 칩 등 고형 바

이오연료의 연소에 의한 열 또는 발전 그리고 바이오디젤 등이다(<표 3-147>). 2013년 보급

된 바이오에너지는 약 1,558천 toe로 전체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의 15.8%이었다.

<표 3-147> 국내 바이오에너지 보급 현황 
(단위 : toe)

2010 2011 2012 2013

바이오가스 80,343 91,184 107,430 139,370

LFG 114,990 124,220 116,073 97,497

바이오디젤 356,822 336,054 359,916 369,081

우드칩 132,230 163,022 164,542 168,466

성형탄 23,053 24,591 23,857 23,517

임산 연료 23,419 23,665 56,481 49,622

목재 펠릿 23,766 50,995 120,055 268,129

폐목재 - 149,632 140,874 175,983

흑액 - - 228,337 229,254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 - 17,159 37,574

합계 754,623 963,363 1,334,724 1,558,492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

바이오디젤은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수도권과 전라북도 등에서 바이오디젤 20% 

혼합경유(BD20)의 시범 보급 사업 시행 후 20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BD5(바

이오디젤 5% 이하 혼합경유)와 BD20으로 이원화하고 보급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이다([그림 3-251]). 또한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의무 사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14년 기준 40만 kL의 바이오디젤이 보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 간벌재의 고형연료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주택지원사업)의 시행에 따

라 목질 펠릿을 제조하는 업체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4개 업체가 목질 펠릿을 생산, 보급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질 펠릿 산업은 산림 간벌재 수집 비용 보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시행과 더불어 2012년부터 정부의 RPS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발전 사업자인 전력 회사 

중심으로 목질 펠릿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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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국내 바이오디젤의 제조 및 유통 구조

5. 향후 추진 계획

최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며 최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의 

11%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보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

한 2035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약 18%를 바이오에너지가 담당할 예정이므로 현실성

있는 바이오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는 1) 바이오매스의 수급 방

안 2)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 3) 바이오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부존 바이오매스자원으로는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

로운 바이오매스 자원의 발굴, 활용 및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의 경우 국내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

외 농장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해외 농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

서 최근 해외 자원개발법의 지원 대상에 바이오매스가 포함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

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전략과 관련하여서 비식용 원료를 활용한 수송용 바이

오연료(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향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나타났지만, 국내 기

술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R&D 지

원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수송용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개발에 보다 집중적으

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에너지는 앞으로도 당분간 화석연료에 

대해 경제성을 갖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

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 ․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RPS 및 RFS)시행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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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35년 바이오에

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정부가 중장기 바이오에너

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끌어 낸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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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교수  오 세 천

제11절  폐기물

1. 개요

폐기물 에너지는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연성 폐

기물을 대상으로 고형연료화 기술, 열분해에 의한 액체 연료화 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등의 가공ㆍ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고체 ․ 액체 ․ 기체 형태의 연료와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로부터의 회

수 에너지 또한 포함된다. 2013년 기준 폐기물에너지는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약 

53.9%를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64), 2020년 이후에도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50% 이

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신 ․ 재생에너지원이다. [그림 3-252]는 30년간 

OECD국가의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한 신 ․ 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폐기물

에너지 또한 다른 신 ․ 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5)

[그림 3-252] OECD국가 신 ․ 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통계에 따른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의 변화

폐기물에너지는 원료로 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적용되는 에너지화 기술 그리고 다양

한 최종 생성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진다.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은 폐기물

64)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 신 ․ 재생에너지통계, 2014

65) "Renewable energy" in OECD Gact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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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거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각로에서 소각한 후 이 때 발생되는 폐열을 직접적으로 활용

하는 소각열 이용기술과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여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슷한 연

료로 생산하는 기술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존의 화석연료와 유사한 폐기물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은 다시 고체상의 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고형연료화 기술 그리고 액체의 연료유를 생

산하는 열분해 유화기술 및 기체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폐기물 가스화기술로 다시 구분된

다. 소각열 이용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통하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으

로 생활폐기물외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부터의 폐열회수

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열 이용기술은 소각시설 인근에 열사용에 대한 수요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열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각시설의 대형화 및 배출오염물의 철저

한 관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폐기물 소각열 이용방법으로는 폐열보일러에 의한 온수제

조 및 난방 그리고 증기를 이용한 발전 등이 있다. 폐기물 소각로의 발전시스템은 대부분 폐

열로부터 생산된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터빈 방식이며, 증기터빈의 방식으로는 증기의 사용

량과 발전량을 고려하여 배압터빈과 복수터빈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3-253]은 폐기물에

너지의 기술별 가치사슬을 보여주고 있다.66)

[그림 3-253] 폐기물에너지의 가치사슬

66)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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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의 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화 기술은 폐기물

을 파쇄 ․ 선별하여 건조한 후 고형연료의 특성에 따라 성형 공정을 적용한 성형 고형연료와 

성형 공정을 적용하지 않는 비성형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기술로, [그림 3-254]는 국내 생

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생산한 SRF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생산된 

고형연료는 과거 생활폐기물로 만든 RDF(Refuse Derived Fuel),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

수지류로 만든 RPF(Refuse Plastic Fuel), 폐타이어 파쇄물로 만든 TDF(Tire Derived 

Fuel) 그리고 폐목재 및 간벌목재 등으로 만든 WCF(Wood Chip Fuel)로 구분되었으나, 

현재 RDF, RPF, TDF는 SRF로 그리고 WCF는 Bio-SRF로 통일되었으며, 성형공정의 적

용 여부에 따라 성형 및 비성형 SRF로 구분되어 각각에 대한 발열량, 수분, 회분 및 유해물

질 함량과 사용처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폐기물 고형연료의 법적 품질기준을 맞

추기 위해서는 여러 단위공정의 기술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하수처

리장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슬러지를 건조해서 법적 품질기준을 만족하면 대형 열병합발전소

와 같은 정해진 사용처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폐기물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이러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생산된 폐기물 연료의 경우 아직 정식적인 고형연료

의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3-254] 생활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성형 SRF

폐기물로부터 액체의 연료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유화기술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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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합물의 폐기물을 무산소 분위기에서 열을 가하여 분해시켜 2차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

며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로 약 400∼500℃에서 폐기물을 가스상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이

루어진 합성가스로 분해한 후 응축기를 통하여 액상의 연료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른 폐기물에너지화 기술과는 달리 비록 현 단계에서 열분해 유화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는 열가소성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및 폐비닐 등 석유화학제품관련 폐기물에 한정

되어 있으나 폐기물로부터 저장성이나 연료의 효율성 등에 있어서 효용가치가 높은 액상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분해 유화기술은 원료

의 전처리, 원료 투입, 용융, 열분해 반응, 생성유의 정제 시스템 등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열분해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폐수나 폐기물 등

의 2차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저급의 합성수지류의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 잠재

량을 부가가치가 높은 연료유의 형태로 회수하는 비교적 고급 폐기물에너지화 기술로 평가

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전성 확보 등 상용화 공정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기존 소각처리와는 달리 고온의 환원조건(부분산화 조건)에서 공

급된 폐기물을 가스화 반응을 통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술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 반응기술과 생산된 합성가스 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합성가스 정제기술 그리고 합성가스를 이용하는 복합발전기술 및 합성가

스 이용기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가스화 반응 후 잔재물을 무해화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고온의 용융기술을 함께 적용할 경우 폐기물 가스화 용융기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폐기물 가스화 기술의 경우 다른 폐기물에너지화 기술과 비교하여 고효율의 발전과 폐기물

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합성가스를 생산,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으며 기술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폐기물 가스화기술의 주요 세부기술로 합

성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 반응기술, 합성가스 냉각, 폐열회수장치, 연료공급장치 및 열교

환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합성가스 중에 포함된 H2S, HCl, 미세입자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합성가스 정제기술은 탈황기술, 탈진기술 및 탈염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효율의 전력 

생산을 위한 정제된 합성가스의 발전기술로는 가스발전(가스엔진, 가스터빈 발전), 스팀발

전 및 열병합발전 기술 등이 해당되며, 또한 이와 함께 정제된 청정연료가스를 고부가기치

의 화학원료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수성가스 전환기술, 액화기술, 수소 생산기술 등이 있다. 

[그림 3-255]는 폐기물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발전 및 고부가가치 합성가스 이용기

술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67)

67)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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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폐기물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발전 및 고부가가치 합성가스 이용 기술

2. 국내외 시장동향

가. 외국의 시장동향

[그림 3-256]은 2020년까지의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장의 예측전망치를 보여주고 있

다.68) 2020년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장은 약 438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

럽이 주요 시장이나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3-256] 전 세계 폐기물에너지의 시장

68) Waste to Energy Market Analysis to 2020, GlobalDat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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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각열 이용분야

미국은 전세계에서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05년 기준으로 61억 GJ

를 생산하여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형폐기물의 소각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은 약 31억 GJ로서 소각폐열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사업이 일찍이 도

입되어 활성화 되어있다.69) 특히 1990년대 전반에 소각폐열 보일러에서의 전력생산량이 대

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1978년에 미국정부가 발효한 PURPA(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정책 때문이며, 이 법안은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설비에서 생산

된 신 ․ 재생에너지, 특히 80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적절한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 생산자에게는 일반 발전설비에 작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회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1990년 후반부터 신규설비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 소각

로 건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근래 다시 소각정책이 장려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천9

백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70)

유럽은 소각시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높은 수준의 원천기술들을 보

유하였으며,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각열 회수시설은 1998년에 이태리 브레시아에 건

설된 A2A사의 3,000톤/일 소각시설로 독일 Martin사의 스토커식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생산된 열은 인근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또한 매립금지 등의 폐기

물 정책으로 인하여 소각시설의 시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소각로를 개발 및 건설한 세계 제1의 소각시설 보유국으

로서 생활폐기물의 90% 정도를 1만 여개가 넘는 소각기설에서 소각처리되고 있으며, 대형소

각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각폐열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거의 포화되어 

있어 신규 소각로 시장은 거의 없고 낡은 소각로를 교체하는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미국의 경우 Rochester시의 설계용량 2,000 톤/일의 초대형 고형연료제조시설이 건설

되었으며, 일부 가동이 중단된 시설도 있으나 이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경제성 문제 때문으

로 알려져 있어 고형연료는 수요처와 관계되는 주변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고형연료 시설은 소각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처리공장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면 파쇄와 이물질 선별 등의 간단한 전처리 과정만을 거쳐 비

성형 고형연료로 제조한 다음, 같은 부지 내에 존재하는 소각시설에서 연소를 시키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로부터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이동을 위하여 성

69) 2012 산업기술로드맵 에너지산업 신 ․ 재생에너지(열), 산업통상자원부, 2012

70) Waste-to Energy and Materials Recovery, ASME, 2011



466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형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유럽은 생활폐기물 중 유기성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서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라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고

형연료는 성형 보다는 비성형 고형연료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MBT는 생활폐기

물 속의 유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생물학적 방법으로 퇴비화하고, 나머지 가연물은 연료로 

생산하는 설비로서 독일에만 70여개의 설비가 보급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도 계속 건설되고 

있다. 유럽 또한 미국과 유사하게 비성형 고형연료의 생산이 대부분이나 연소설비는 광역화 

함으로써 인근의 여러 지자체에서 생산된 비성형 고형연료를 수거하여 일괄 연소하고 전기

와 열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럽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5~10% 

혼소하거나 시멘트 제조공장의 소성용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전용 보일

러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경우 국가 간 고형연료의 거래도 이루어지

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례로 네덜란드의 Icova사는 스웨덴으로 성형 고형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에 중소도시의 중소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사

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됨에 따라 중소형 소각시설을 고형연료 시설로 대체하고 생산된 고

형연료를 대형 고형연료 전용발전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화처리개념을 정하였으

며, 이후 일본은 생활폐기물고형연료화 설비가 70여개 있으며, 5개의 광역형 고형연료 전

용발전소도 가동 중이고 큰 용량은 20MW급도 있다. 또한 일본은 대부분 성형 고형연료를 

생산하므로 비성형 고형연료용 연소설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일부 사업장의 비성형 고형

연료의 경우 슬러지소각보일러 등에서 혼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3-257]은 일본의 오오

무타 고형연료 제조 및 전용발전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7] 일본 오오무타 고형연료 제조 및 전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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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분해 유화분야

폐기물의 열분해 유화시장은 일본 및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중국과 한국

에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성 및 플랜트의 안정성 문제로 일부 소수의 시설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경에 이미 약 20여개 기업들이 폐

플라스틱 유화플랜트를 개발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포장 및 용기류 폐플라스틱을 대

상으로 한 실증 및 상용플랜트의 보급이 추진되어 2000년 초까지 3,000~12,000톤급 상용

화 유화플랜트 수기가 건설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활발한 열분해 유화기술의 보급에도 불

구하고 현재 가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상용플랜트는 홋가이도의 삿뽀로 플라스틱리싸

이크링사 플랜트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많은 기술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인 플랜트가 매우 적은 이유는 현재 제철소 고로 환원제로의 

이용, 제철용 코크스 원료로의 이용, 고형연료 원료로의 이용 등과 같은 폐플라스틱의 이용

분야 대비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열분해 유화를 위한 물량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

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열분해 반응기에 쓰인 방식들이 로타리 킬른 반응기, 유동

층 반응기, 교반 및 관형 반응기 등으로 다양하며 원료도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량의 원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경

제성이 부족하여 현재는 열분해 공정에 대한 상업화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 폐기물 가스화분야

폐기물의 가스화기술은 가스화 및 합성가스의 정제 그리고 합성가스의 이용 등 크게 3가

지의 세부기술로 구분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기의 폐기물 가스화플랜트가 건설 및 

운전 중에 있으며, 2030년 약 41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71)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주로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도 시장의 중

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석탄 및 폐기물 등 모든 원료를 포함하여 총 48

개의 가스화 플랜트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로 석탄가스화 플랜트가 우세

하며, 현재 원료의 다양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화플랜트의 계획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화 플랜트가 4개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폐기물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이용으로 전환을 위하여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

스 생산플랜트가 다수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연료회수 플랜트로서 EBARA와 UEDE가 쇼

와덴코 공장에 200톤/일급 플랜트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다.

71)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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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시장동향

[그림 3-258]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6년간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를 나타

낸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변화는 거의 없으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발생량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그림 3-258] 국내 폐기물 발생량 변화(2007~2012)72)

(1) 소각열 이용분야

2012년 기준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약 33.3%가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소각비율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폐열을 대부분 지역난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인근에 수요처가 존재하지 않는 등과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각폐열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12년 전년

도 대비 0.4%가 증가한 약 6.7%가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폐기물

과 비교하여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의 낮은 소각비율은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비율이 

72) 2012 전국폐기물발생량통계, 환경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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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3) 이러한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있어서 현재 생활폐기물의 

소각열을 이용하는 시설은 대형 및 중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122개소의 시설

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열 이용시설은 131개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4)

(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원주시에서 80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조플랜트 가

동되었으며, 2010년 초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처리량 200톤/일의 고형연료 제조플랜

트가 건설되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는 부천시에 90톤/일 고형연료 

제조플랜트가 건설되었고 이후 2012년 하반기에는 가평군의 생활폐기물 65톤/일 규모의 

고형연료 제조플랜트가 준공되었다. 이외에도 현재 14개의 고형연료 제조플랜트가 준공 및 

건설 또는 사업화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 중심의 고형연료제조시설을 포함하

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고형연료 품질인증 업체는 총 175개 업체로, 고형연료가 SRF와 

Bio-SRF로 통일된 이후 성형 SRF 88개소, 비성형 SRF 22개소 그리고 비성형 Bio-SRF 

가 각각 65개소로 조사되고 있으며, 성형 Bio-SRF의 인증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259]는 최근 5년간의 고형연료 생산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9]

로부터 2013년 고형연료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75) 생산된 폐기물 고

형연료는 제지회사, 시멘트회사, 화력발전소, 염색산업 보일러, 건물 냉반방 보일러 등 다

양한 수요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9]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현황(2009~2013)

또한 <표 3-148>은 최근 4년간의 폐기물 고형연료의 제품 종류별 생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의 경우 SRF와 

73) 2012 전국폐기물발생량통계, 환경부, 2013

74)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 신 ․ 재생에너지통계

75) 환경관리공단 통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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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RF로 조사되었으며, <표 3-148>로부터 2013년도 Bio-SRF의 생산량이 전년도 대

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SRF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성형 SRF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76)

<표 3-148>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 제품별 생산현황
(단위: 톤)

년도 RPF RDF TDF WCF
SRF Bio-SRF

총생산량
성형 비성형 성형 비성형

2010 148,522 16,044 53,037 146,471 - - - - 364,074

2011 237,206 16,363 78,983 211,763 - - - - 544,314

2012 304,110 21,433 83,593 296,403 - - - - 705,540

2013 - - - - 447,504 152,534 - 422,375 1,022,413

(3) 열분해 유화분야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산업은 고유가와 정부의 EPR제도에 의한 정부 지원금 그

리고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사업화 등에 의해 수십개의 중소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

나, 원료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성 및 공정의 안정성 부족 등으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경제성 확보 및 원료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말품 

형태의 저급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는 대용량 규모의 열분해 유화공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4) 폐기물 가스화분야

국내 폐기물 가스화 공정은 기술도입 초기에 폐기물 가스화 용융 소각시설로 기존의 스토

커식 소각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기술로 도입되어, 2005년에 국내 최초로 생

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양산시에서 200톤/일, 고양 300톤/일 등의 설비가 외국기술로 건설

되었고, 2008년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30톤/일 설비가 양양군에서 건설되어 정

상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폐기물 가스화플랜트는 해외 기술도입에 의하여 

건설된 사례가 많으며, 약 10여기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 폐기물 가스화 시장은 산업폐기물을 대상으로 많은 업계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

용플랜트 시장의 도입기에 접어들었고, 계속적으로 국내시장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76) 환경관리공단 통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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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현황

가.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1) 소각열 이용분야

소각시설을 통한 소각열 이용기술은 현재 에너지의 회수율을 증가시기키 위한 목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각열 이용분야 기술개발에 있어서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은 폐기물의 에너지 회

수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기술개발이 전반적으로 폐기물 에너지의 회수율을 높여놓

은 상태에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DOE 지원 자금으로 폐기물소각기술에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폐기물에너지 생산 규모가 세계 최대인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생산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하루에 1,000톤 이상 대형의 폐기물을 한 곳에 집하시켜서 대규모로 전처

리하여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 연료를 생산하고, 이 연료를 그 현장에서 바로 보일러의 연료

로 이용하여 양질의 스팀과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였다. 일본은 유럽의 소각로 

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를 시작한 후 현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다. 한 예로 히타치조선은 1965년에 스위스의 Von Roll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으

나 일본 국내의 쓰레기 실태에 맞게 독자 개량한 Stoker 소각로를 지금까지 국내에서 160

개 이상 설치하고 해외에서도 10개 이상의 실적이 있다. 또한 히타치조선은 ʻʻ슈퍼스토커 

2000ʼʼ라는 이름으로 소각시설의 환경적 안정성 및 에너지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스토커식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에너지회수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경부

하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스토커를 차세대화하기 위하여 수냉 화격자와 

배출가스 순환기술을 적용하여 고온 연소와 화격자의 수명연장을 통한 에너지회수율 증가

와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하였다.

(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최근 유럽의 경우 유기성폐기물의 매립이 엄격하게 통제됨에 따라서 고형연료기술이 연

계된 MBT플랜트가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중의 유기물은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퇴비를 

만들고 가연성분은 고형연료를 만드는 방식의 복합플랜트가 유럽의 고형연료 제조플랜트의 

주류가 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복합폐기물(생활계/사업장계) 처리용 고형연료 제조 

핵심단위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단위기술로서 성형기 분야는 브리

켓트 방식 기술이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근래에 EREMA(오스트리아)사는 플라스틱을 고온 

접촉 및 수냉방식으로 소형입상의 성형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국내와는 

달리 건조기에 대한 기술개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이는 유럽의 경우 폐기물의 함수율이 높

지 않으므로 건조를 하지 않는 MBT공정을 채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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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건조 후 성형하는 플랜트가 대부분이며 고형연료 전

용발전소는 내부순환유동층식, 외부순환유동층식 용광로식 스토커-킬른 혼합식 등이 상용

화되어있다. 특히, 일본의 고형연료 제조기술은 건조공정의 순서와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나, 나머지 모든 단위공정은 유사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 후 성형

을 하고 소석회를 첨가하는 방식이 좀 더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고

형연료 관련기술은 유럽에서 전파되어 발전원의 하나로 급속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배기

가스 처리를 동반한 고형연료 전용소각플랜트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형연료 제

조공정은 MRF (Material Recycling Facilities) 혹은 RRF (Resource Recovery 

Facilities)와 연계되어 선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Eddy Current를 이용한 알루미늄캔

과 유리병의 분리, 플라스틱 및 유리병의 색상별 분리, 플라스틱에서 PVC의 분리기술을 적

용하여 정밀하고 자동화된 선별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율을 크게 높인 고형연

료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전용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전력생산용 연소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고형연료 연

소시스템의 이용과 관련된 보일러 개발 및 배연가스처리를 위한 후처리 기술의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열분해 유화분야

초창기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는 열분해 유화기술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유화 공정의 선두 주자는 일본으로 1995년경부터 

약 20여기 이상의 상용 플랜트들이 건설되었고, 사업 추진은 중견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

움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업체가 운전을 하고 발생되는 에너지는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 구성은 대용량 규모로 용융조와 열분해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촉매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몇 개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60]은 삿뽀로시 

플라스틱 리싸이클사의 열분해 유화시설의 물질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공정은 전처리 

공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탈염수소 분해 공정이 있으며 열분 액상 연료유는 증류

탑을 거처 좀 더 고급유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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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일본 삿뽀로시 플라스틱 리싸이클사의 열분해 유화시설 물질 흐름도77)

(4) 폐기물 가스화분야

유럽의 경우 가스화 용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다양한 형태와 조성

을 가진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도시폐기물과 바이오매스 그리고 석탄 

등을 대상으로 가스화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현재 330톤/일급 고정층 폐기물 

가스화기를 상용화하여, 100,000Nm3/h의 합성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상태

이며 독일 Lurgi사는 SVZ Schwarze Pumpe에 50MW 가스화시설을 건설 운영 중에 있

다. 또한 네덜란드는 1940년대 후반부터 가스화에 대한 연구 시작하여 1999년 이탈리아에 

500MW급 플랜트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상용화 플랜트를 건설하였으며, 

최근에는 유해폐기물이나 슬러지, 폐플라스틱 등을 가스화하여 생성되는 합성가스를 이용

하여 메탄올 혹은 수소 등을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또한 폐기물 가스

화 합성가스 생산을 통해 300kW급 연료전지 발전 실증플랜트를 가동 중에 있으며, 

EBARA와 UEDE는 200톤/일급 폐기물 가스화 시스템과 합성가스를 이용한 연료회수 플

랜트가 상업운전 중에 있다. <표 3-149>는 유럽의 폐기물 가스화기술의 주요 보유업체 및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77) The 5th ISFR PART 1 PYROLYSIS, 2009,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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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9> Type별 열분해 가스화용융시설 주요생산업체

가스화방식 플랜트업체 실   적

Pusher

Thermo-Select
(독일)

- 100t/일 실증플랜트(북이탈리아 폰토도체)
- 720t/일 칼스루헤(독일) 1999년 1월 준공
- 300t/일 안스바흐(독일) 2001년 준공
- 500t/일 기비아스코(스위스) 2002년 준공

Von Roll
(스위스)

- 144t/일 실증플랜트(독일) 1997년 준공

스토커
PKA
(독일)

PKA Japan

- 15t/일 실제시설(산업폐기물)(독일)
- 60t/일 실제시설(도시쓰레기)(독일)
- 쓰레기 발전 가능시설 12년간 가동중(독일)

로타리킬른

Noell
(독일)

- 12t/일 실증플랜트
- 120t/일 산업폐기물(독일) 1999년 준공
- 750t/일 가스교환용(독일) 130MWh 발전

지맨스
(독일)

- 잔 실증플랜트(스위스)
- 480t/일 필트巿(독일)
- 20t/일 실증플랜트(일본)
- 110t/일×2기 八女서부 광역사무조합(福岡縣)

나.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1) 소각열 이용분야

소각열 이용기술분야의 국내 기술개발은 현재 산업부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회수의 고효

율화를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고효율 소각일

체형 보일러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림 3-261]은 소각일체형 보일러와 소각분리

형 보일러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78) 폐기물의 소각분야는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

토커식 소각로가 보급되었으며, 당시에는 폐기물 감량화가 주목적이었으므로 소각폐열 활

용율은 매우 낮았다. 연속운전식 대형소각로는 대부분이 소각로 자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1MW 정도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폐열은 온수나 증기를 생산하여 공급

하는데 사용되었다. 소각 처리량 100톤/일 이상 규모의 연속운전식 대형소각로는 전부 일

본이나 유럽에서 도입한 스토커식이었으며, 국내기술은 소형 50kg/hr 이하의 회분식 고정

화격자 소각로를 제작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회분식 소형소각로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

생시켰고, 결국 대부분이 폐기처분되었다. 일본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유동층소각로

가 도입된 바 있으나 폐기물성상에 부적합하여 실패하고 슬러지 소각로로 전환한 사례가 있

다. 소각로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기술국산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78)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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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경부터 수백kg/hr 규모의 하향통풍 가스화연소식 중형소각로와 50톤/일 스토커식 소

각로 등이 국산기술로 상용화되었다. 민간기업에서 기포유동층방식 소각로를 개발하여 슬

러지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분야에서 상업화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차액보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소도시에 설치된 수십톤/일 규모의 중형소각로에서도 

수MW급 외국산 증기터빈을 설치하여 폐열발전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소각분리형 보일러 소각일체형보일러

[그림 3-261] 소각분리형 보일러와 소각일체형 보일러

(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생화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형연료 제조기술의 연구가 1996년에 산업부 대체에너지기

술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안정적인 고형연료의 제조공정이 개발되었으

며, 이 후에도 고효율 선별기 및 성형기 등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생활폐

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형연료의 생산 공장이 7년째 우수한 성능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 

이후 고형연료 제조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완료 됨에 따라 여러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대

상으로 하는 고형연료의 제조시설이 가동 및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비록 외국기술의 도입이

기는 하나 비성형 고형연료에 대한 900톤/일 규모의 제조설비가 부산시에 건설되어 열병합

발전시설과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고형연료 이용기술은 석탄화력 열병합발전소에

서 고형연료를 혼소하는 기술, 무한궤도 회격자식과 외부순환 유동층식 고형연료 전용보일

러가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400kg/hr 무한궤도 식 고형연료 보일러가 원주시청에서 상시 

가동을 하고 있다. 외부순환유동층식 전용발전소는 산업부의 기술개발지원에 의하여 

1MWe Pilot 플랜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후속연구로서 현재 10MW실증플랜트의 기

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림 3-262]는 산업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1MW 외부순환유동층식 전용발전시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79)

79)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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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분해 유화분야

국내에서 유기성 고분자인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대체 연료유인 오일을 생산하는 유

화 기술개발의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열분해 기초실험 수준에 머물 고, 1990

년대 후반 들어 실제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연구소와 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소규

모 공정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의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은 일부기업이 자체적

으로 개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기술을 모방하거나 일본, 유럽 등의 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고, 자체개발한 경우는 이론 및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겸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행오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여 국

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대부분 사업 출발점에서 사업 실패

를 초래하였다. 이후 2000년부터 정부의 개발지원을 받아 Pilot 규모의 유화기술이 개발되

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산업부의 신 ․ 재생에너지 연구사업으로 연간 1,000톤 규모의 열

분해 유화공정을 개발하여 월 평균 약 2만리터의 열분해유를 생산하여 산업체에 공급하기

로 하였다. 이 유화 공정은 대상 원료가 필름류가 대부분인 종말품 혼합 폐플라스틱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반응 시스템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구조이며, 투자비가 적게 드는 

실증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간 1,000톤 규모의 열분해 유화공정의 성공적인 기

술개발로 인하여 이후 연간 6,000톤 규모의 상용화 공정개발이 후속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책임연구기관인 기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기술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표 

3-150>에 2000년 이후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 분야의 산업부 지원 개발사업을 나타

내었다.80)

원주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시설 1MWe급 고형연료 전용 순환유동층발전시설

[그림 3-262]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고형연료 전용 순환유동층발전시설

80)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 ʻʻ폐기물에너지ʼ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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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0> 200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열분해 유화기술의 기술개발 지원현황

협약연도 과제명

2001 폐플라스틱류로부터 대체연료유 생산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2002 농촌 폐비닐의 열분해 유화를 위한 전처리기술 및 공정설계기술 개발

2003 혼합폐플라스틱으로부터 대체연료유 생산기술에 대한 실증연구

2005 마이크로파 가열식 폐타이어 열분해 기술개발

2006 저급 폐플라스틱의 킬른형 열분해 설비를 이용한 고급정제유 생산 실증기술 개발

2010 6,000톤/년 규모 이상의 종말품 혼합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공정 개발

(4) 폐기물 가스화분야

폐기물 가스화 기술개발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1~5톤/일급 규모의 Pilot급 

가스화로 및 합성가스 정제기술개발이 위주로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순산소를 사용한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 이용기술로서 합성가스 전용 가스엔진 국산화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8년도까지 40kW급의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 가스엔진 발전기술이 개발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합성가스를 가스화로내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기술과 합성가스 

순산소 버너, 합성가스의 화학원료 전환을 위한 H2/CO비 제어장치 등 요소기술 개발이 진

행되었다. 이러한 Pilot급의 폐기물 가스화로, 합성가스 정제기술 및 합성가스 이용기술 개

발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0년간 산업부의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으로 상용규모 폐기

물 가스화 합성가스 생산을 통한 기존의 초산 생산공정의 합성가스 대체하는 타당성 연구를 

통해 상용화 추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폐기물 순산소 가스화를 통한 합성가스 생산시스템

은 전기 및 열생산을 위한 사업화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화학원료 전환 공정으로 사업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태로, 현재 

순산소 사용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의 고부가가치 화학원료로 활용을 위한 Pilot급인 

0.5toe/일 규모의 폐기물 합성가스의 메탄올 전환기술 개발이 2011년부터 산업부 지원으

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 생산플랜트를 100톤/일급 이

상규모로 국산화개발이 2012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을 보다 고부가

가치로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 화석연료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이룰 수 있고 국내 및 

세계 수요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용규모 국산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3-263]은 산업부의 국책연구개발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순산소 폐기물 

가스화 기술의 개발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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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국내 순산소 사용 폐기물 가스화 합성가스 생산 및 이용기술 개발 동향

4. 보급현황

가. 외국의 보급현황

(1) 소각열 이용분야

세계에서 폐기물에너지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08년 기준으로 86개의 

WTE(Waste to Energy) 플랜트에서 연간 2천9백만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서 

2.3G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것으로 연간 석탄 960만톤(석유로는 2천9백만배럴)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1톤 소각로로 석탄 0.3톤 혹은 석유 1배럴을 대체하는 

셈이다. 최근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열의 활용정책을 장려하고 있음에 따라 소각열 이용의 보

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1>은 2010년 현재 미국의 WTE플랜트 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81) 미국의 소각로는 하루에 1,000~3,000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하

는 초대용량도 수십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폐기

물소각로가 운전되고 있고 하루에 20만톤의 폐기물이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900여개의 소각로에서 폐열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고, 약 1,400MW 규모의 발전 설비가 설

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1) ASME, Waste-to-Energy and Material Recove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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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미국의 Waste-to-Energy 플랜트 현황

시설명
용량

(ton/d)
시설명

용량
(ton/d)

Huntsville Solid Waste-to-Energy 690 Warren Energy Resource Co 448

CommerceRefuse-to-EnergyFacility 360 Wheelabrator Gloucester Company, 574

Southesat Resource Recovery Facility 1,380 Babylon Resource Recovery 750

Stanislaus Country Resource Recovery 800 Dutchess County Resource 450

Bristol Resource Recovery Facility 650 Hempstead Resource Recovery 2,671

Riiey Energy Systems of Lisbon 500 Huntington Resource Recovery 750

Southeastern Connecticut Resource 689 MacArthur Waste-to-Energy 486

Wallingford Resource Recovery Facil. 420 Niagara Falls Resource Recovery 2,250

Wheelabrator Bridgeport Company, 2,250 Onondaga County Resource 990

Bay County Resource Recovery Center 500 Oswego County Energy Recovery 200

Hillsborough County Resource 1,800 Wheelabrator Hudson Falls Inc. 472

Lake County Resource Recovery 528 Wheelabrator Westchester Co 2,250

Lee County Resource Recovery Facil. 1,836 New Hanover County-Wastec 500

McKay Bay Refuse-to-Energy Facility 1,000 Marion County Solid WTE 550

Pasco County Resource Recovery 1,050 Warren B.Hall Resource Recov. 1,125

Pinellas Country Resource Recovery 3,150 Delaware Valley Resource Recov. 3,348

Wheelabrator North Broward, Inc. 2,250 Harrisburg Resource Recov. 800

Wheelabrator South Broward, Inc. 2,250 Lanchester County Resource 1,200

Indianapolis Resource Recovery Facil. 2,175 Covanta Pylmouth Renewable En. 1,216

Mid-Maine Waste Action Corporation 200 Wheelabrator Falls Inc. 1,500

Greater Portland Resource Recovery 500 York Resource Recovery Center 1,344

Harford Waste-to-Energy Facility 360 Wasatch Intergrated Waste 420

Montgomery County Resource 1,800 Alexandria/Arlington Resource 975

Baltimore Refuse Energy Systems Co 2,250 Hampton-NASA Steam Plant 240

Haverhill Resource Recovery Facility 1,650 Harrisonbury Resource Recovery 200

Pioneer Calley Resource Recovery 408 I-95 Energy-Resource Recovery 3,000

Pittsfield Resource Recovery Facility 240 Spokane Regional Solid Wast 800

Wheelabrator Millbury Inc. 1,500 Barron County WTE & Recycling 100

Wheelabrator North Andover Inc. 1,500 Union County Resource Recovery 1,500

Wheelabrator Saugus, J.V. 1,500 PoPe/Douglas Solid Waste Manag. 80

Jackson County Resource Recovery 200 Red Wing Resource Recovery 90

Kent County Waste-to-Energy Facil. 625 Wheelabrator Claremont Co, L.P. 200

Hennepin Energy Resource Co. 1,212 Wheelabrator Concord Company, 500

Olmstem Waste-to-Energy Facility 400 Camden Resource Recovery 1,050

Perham Resource Recovery Facility 116 Essex County Resource Recovery 2,800

Polk County Solid Waste Resource 80 합계 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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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유럽은 EU 매립지침의 영향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와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를 

동시에 하는 MBT플랜트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독일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또한 70기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이 가동 중으로, 5곳의 고형

연료 전용발전소가 운전 중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고형연료를 포함하면 약 500MW 정도가 

고형연료로 발전을 하고 있다. 미국은 15개의 고형연료 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 연소방식은 

스토커형식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152>는 유럽의 MBT업체 및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52> 유럽 MBT플랜트업체 및 설치실적

공법사 국가 개소수 공법사 국가 개소수

Hese Umwelt(Leicester) 영국 1 Varlorga 이탈리아 1

EcoDeco(Leicester) 영국 1 EcoDeco 이탈리아 4

Civic Enviroment 
Systems(Durham)

영국 1 Herhof 이탈리아 1

New Earth Solution (Dorset) 영국 1 Valorga 스페인 2

CRS(Argyll and Bute, 
Northumvberland)

영국 2 Linde 스페인 1

Hot Rot(Western Isles) 영국 1 Dranco 스페인 1

Suto 독일 5 BTA/Roediger 폴란드 1

Electrowatt-Ekono 독일 1 Citec 핀란드 1

Herhof 독일 3 Citec/Vagron 네덜란드 1

Dranco 독일 2 Valorga 벨기에 1

ISKA 독일 1 Valorga 프랑스 2

Hortsmann 독일 4 Valorga 네덜란드 1

Wehrle Werk 독일 1 Dranco 스위스 1

BTA 독일 1 Dranco 오스트리아 1

BTA 이탈리아 1 VkW 오스트리아 1

Dranco 이탈리아 1 VkW 이탈리아 1

Ionics Itabila 이탈리아 1 VkW 터키 1

Snamprogetti 이탈리아 1

(3) 열분해 유화분야

열분해 유화 플랜트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상용보급 된 사례

는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 가장 먼저 열분해 유화기술을 개발한 국가로 1990년대 중반에 

BASF사에서 18,000 톤/년 규모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경제성 문제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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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수급문제로 가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후지리사이클(주), 일본이화학연구

소, ㈜구보다, 히다찌조선(주), ㈜도시바, 치요다화공건설(주) 등의 회사가 약 10여기를 건

설한 바 있으나, 일본 또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용화 공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4) 폐기물 가스화분야

현재 상용화 가동되고 있는 가스화 공정은 아직 석탄 및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

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폐기물에 대한 가스화 기술의 적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화 공정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

한 폐기물 가스화 기술은 독일 및 일본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실용화되어 있으

며, 액상 폐기물은 분류층 가스화기로, 그리고 고상 폐기물은 고정층 가스화기가 주로 이용

되고 있으나, 현재 유동층 가스화기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153>은 세계의 대표적인 가스화 설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53> 세계의 대표적 폐기물가스화 설비

위치 용량(톤/년) 공정 운전시작 공정형태

SVZ(독일) 250,000 Envirotherm BGL 2001년 가스화+용융

Karlsruhe(독일) 225,000 Thermoselect 2001년 가스화+용융

Ibaraki(일본) 135,000 Nippon Steel 1980년 가스화+용융

Aomiro(일본) 135,000 Ebara 2001년 유동층 가스화+연소+용융

Kawaguchi(일본) 125,000 Ebara 2002년 유동층 가스화+연소+용융

Toyohashi(일본) 120,000 Mitsui 2002년 열분해+연소+용융

Akita(일본) 120,000 Nippon Steel 2002년 가스화+용융

Oita(일본) 115,000 Nippon Steel 2003년 가스화+용융

Chiba(일본) 100,000 Thermoselect 2002년 가스화+용융

Hamm(독일) 100,000 Techtrade 2002년 열분해+연소

나. 국내의 보급현황

[그림 3-264]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폐기물에너지의 보급통계를 보여주고 있

다.82) 연도별 폐기물에너지의 보급경향을 보면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12년에 크게 증가하여 연간 약 600만 toe의 총 폐기물에너지가 생산 ․ 보급된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82)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 신 ․ 재생에너지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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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국내 총 폐기물에너지 보급현황

(1) 소각열 이용분야

2013년 기준으로 소각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국내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대상의 소각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약 25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이들 소각시설을 통한 국내 소각열 이용 보급현황은 [그림 3-265]와 같으며, 2013년 

기준으로 약 1,756천toe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열 이용현황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83)

총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그림 3-265] 국내 소각열 이용 보급현황

83)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 신 ․ 재생에너지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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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고형연료 분야

[그림 3-266]은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화에 의한 에너지의 보급현황을 보여주고 있다.84) 

고형연료에 의한 에너지 보급량은 정식 고형연료 인증제품에 의한 보급량을 나타나며 시멘

트킬른보조연료로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 보급량은 고형연료 인증제품과 고형연료 제조과정

에서 발생되는 중간 가공품을 모두 포함한 보급량이다. [그림 3-266]으로부터 폐기물 고형

연료화에 의한 에너지의 보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3-154>에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 합계

시멘트킬른보조연료

고형연료(SRF)

[그림 3-266]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화에 의한 에너지 보급현황

(3) 열분해 유화분야

현재 국내에서 폐플라스틱폐기물의 열분해 유화공정은 일시적으로 상용화 운전이 가동

되는 경우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정이 운전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며, 중소기업인 D업체에

서 연간 1,000톤 규모의 준 연속식 로타리킬른식 열분해 유화 반응기를 개발하여 2013년까

지 가동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외 부산의 S업체에서 연간 10,000톤 규모

의 연속 교반식의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4)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3년 신 ․ 재생에너지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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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4>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시 ․ 도 시 ․ 군 ․ 구 사업기간 시설용량 (톤/일)

인천(수도권매립지)
07-10 200

12-15 1,200

경기
부천 07-10 90

가평 09-12 80

전북
부안 07-11 25

무주 09-13 80

강원
원주 08-12 80

원주 80

전남

나주 09-13 130

순천 09-13 220

목포 09-12 230

부산 09-13 900

경북 포항 09-13 500

경남

남해 15

남해 07-10 25

김해 11-14 200

충남 서산 11-14 90

광주 11-14 600

대구 11-14 760

(4) 폐기물 가스화분야

국내 폐기물 가스화 기술의 경우 일부 소각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기술이 도입

된 가스화 용융시설을 제외하고, 열병합 발전 및 화학원료의 회수를 위한 고효율의 가스화 

기술을 적용하는 상용화 공정은 현재 도입초기로 폐기물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의 보

급량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 향후 추진 계획

현재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플랜트 전략산업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에너지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이 최근

에 수립되었다. 특히 전체 국내 신 ․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며,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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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의 경우, 국내 보유의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및 상용화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에

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의 추진이 필요하다.

- 폐기물 소각시설의 고효율 폐열회수 기술개발

- 고효율 고형연료 제조플랜트의 단위 핵심장치 개발 및 국산화

- 광역형 및 대형 고형연료 전용발전소 건설 확대

- 미활용 가연성 폐기물의 연료화 기술개발

- 열병합발전 및 화학원료 회수를 위한 고효율 폐기물 가스화 실증플랜트 개발





| 제 4편 |

신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Scene 01

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Scene 02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Scene 03

신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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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Scene 01
산업통상자원부 신 ․ 재생에너지과 사무관  최 보 선

제1절  개  요

1. 우리나라의 신 ․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오늘날 국제사회는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의 위협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신흥 개

도국의 경제개발 가속화에 따른 자원위기 등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에

너지 문제는 단순히 유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경제상황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유가 변동은 예전과 달리 전쟁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일

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 석유 수급 불안에서 오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며, 기후변화

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

하고 과거 저유가 시대의 에너지 대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수급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대안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신 ․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 ․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대체에너지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12월에 ｢대체

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 ․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 동안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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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대

규모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 ․ 재생에너

지 이용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 ․ 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

경하고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 ․ 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도 

도입,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 ․ 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 ․ 재생에너

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 ․ 재생에너지 사업화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였다.

2008년에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

로 제시하고 2010년 10월 ‘신 ․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 발표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보

급 및 육성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 신 ․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신 ․ 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11년 2,575억불 규모이

고,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09년 신 ․ 재생에너지투자에 511억불, ’20년까지 7,400억불

을 투자할 예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

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

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이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는 지난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2배를 초과하였으며

(신 ․ 재생에너지 예산 규모 `04~08년 2.1억원, ’09~’13년 4.5억원), 민간투자의 경우 ’08

년 약 1.9조원에서 ’10년 약 3.6조원, ’12년 약 1.4조원 규모이다.

’12년말 총 200개 신 ․ 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중 117개(59%)가 중소기업으로 신 ․ 재생에

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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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hain

기술 특징
- 기술집약형 장치 산업
- 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 노동집약형 산업
- 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영업이익율 14~36% 16~26% 10~20% 5~13% 7%

생산
용량

('12년)

세계 357,000톤 60GW 58GW 58GW 16,000MW

한국
70,000톤

(17%)
2.6GW
(4%)

1.68GW
(2.9%)

3GW
(5.2%)

180MW
(1.1%)

중국
55,160톤
(28.0%)

6,820MW
(31.0%)

12,900MW
(44.9%)

13,200MW
(43.3%)

450MW
(2.8%)

기술 경쟁력
(선진국=100)

98~100 91 90~91 91 91~95

투자금액
(억원, '12년)

8,000 193 150 1,979 494

고용인원
(명, '12년)

1,565 1,826 1,372 2,125 1,414

<표 4-1> 신 ․재생에너지 기업현황(ʼ12년 기준)

구 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바이오 지열 합계

대기업 40 18 4 - 19 2 83

중소기업 43 20 5 12 27 10 117

계 83 38 9 12 46 12 200

※ 대기업은 사업장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나, 계열사의 경우 고용인원 300명 미만도 대기업에 포함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 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 잉곳․웨이

퍼, 셀, 모듈, 발전시스템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GW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하

였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소재 ․셀 ․모듈 등 전분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에는 

장비 및 발전소 턴키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 태양광 산업 Value Chain 분석(실리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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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세계
Hamlock(미)
Wacker(독)

LDK Solar(중)
GCL(중)

Trina Solar(중)
JA Solar(중)

Suntech(중)
Yingli(중)

-

한국
OCI, KCC, 

한국실리콘 등

넥슬론, 
SKC솔믹스, 
오성LST, 

웅진에너지 등

신성솔라,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에스에너지, 
LG전자, 
솔라파크, 

현대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LG CNS, 

삼성에버랜드, 
SDN

 * 웨이퍼는 잉곳을 기준으로 합산한 수치임.
** 생산용량(‘14년 6월 기준) : 주요 메이저 기업의 생산 캐파의 합산 수치임.

풍력은 조선, 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타워 ․ 부품 등 중간 제품은 

중소 ․ 중견기업이, 시스템 완제품은 대기업이 맡아 상생, 공존하는 대표적인 중소 ․ 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표 4-3> 풍력분야 주요 기업

구  분 주요 기업

부품

블레이드 KM 등

타워 동국S&C, Win&P, CS wind 등

단조부품 평산, 태웅, 용현BM, 현진소재, 마이스코 등

시 스 템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연료전지는 기존 대기업 외에 부품, 주변기기 분야 중소기업이 신규로 참여하여 분야별

로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었고, 본격 성장단계 진입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핵심원기

술 등 기술경쟁력이 미흡하고,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부

재, 금융 ․ 세제 ․ 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신 ․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전략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해 “ ’15년 태양광 및 풍

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 ․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10.10.13)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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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은 크게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

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은 각원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R&D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기술

력을 갖고 있는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기술 부품․소재․장비 마스터플랜 수

립하여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발전시스템 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비전로드맵을 수리하여 2014년부터 R&D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에너지 공급

과 수요관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에너지 기술 R&D 구조 기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에너

지기술 이노베싱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표4-4> 에너지기술 R&D 구조 및 기획 개편(안)

에너지기술 R&D 로드맵이 에너지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장 요구에 부

응하는 비즈니스 모델기반 및 융복합 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요구가 증대되면서 보다 포괄

적인 에너지기술로드랩을 수립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로드맵(그린에너지, 자원

개발기술 및 온실가스감축)을 연계하여 12대 중점 프로그램 및 미래에너지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5대 혁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ETI(Energy․Tech․Innovation)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2015년도 에너지 R&D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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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12 + 5대) 프로그랩 선정(안)>

나.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

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2년부터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여 ’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

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또한 신 ․재생에

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도 2013년 7월 30일 공표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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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0대 그린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 내 용 비 고(예시)

① Green Post 체신청, 집중국, 2,746개 우체국,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② Green Port 28개 무역항 및 배후물류단지 태양광/해상풍력

③ Green School 11,080개 초 ․중․고 학교건물,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④ Green Island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도서(모도 기준 132개) 풍력/바이오/지열

⑤ Green Logistics 대규모 물류창고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⑥ Green Industrial 
Complex

국가산업단지(40), 일반(347), 농공(396), 도시첨단(6) 
전역

연료전지/바이오/폐기물

⑦ Green Highway
휴게소(167), 도로공사(6개 본부, 49개 지사, 305개 
영업소) 시설 및 도로 주변

태양광/태양열/지열

⑧ Green Army 군 시설 및 유휴부지 태양광/바이오/지열

⑨ Green Factory 공장 건물 및 유휴부지 연료전지/폐기물/지열

⑩ Green Power 한국전력, 발전사 및 발전소 부지 태양광/풍력/바이오

다. 수출산업화 촉진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하여 

5MW급 대형 국산 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6년까지 약 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2년까지 2.5GW로 확대하고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

고, 해외진출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

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며 선정된 기업은 해외시

장 진출에 필요한 R&D, 생산 및 수출금융, 해외 마케팅, 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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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성장 기반 강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 ․ 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 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

하고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과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6> 상생보증펀드 대출 지원 절차

대기업 ․ 발전사

보증기관

신 ․ 재생에너지협회

중소 ․ 중견기업

참여 은행

① 출연

④ 보증서발급의뢰

① 출연

⑤ 심사후 보증서 발급

⑥ 대출

③ 대출신청
② 대상기업
    추천

실적관리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 ․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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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 ․ 재생에너지육성실장  우 재 학

제2절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및 표준화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 신뢰성

을 제고하여 신 ․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성능평가 및 개별기술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기술 개발된 설비의 실

용화 촉진 및 보급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증제도는 2003년 9월 9일 산업자원부 고시(제2003-56호)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11월3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31호에 의해 태양

열(액체식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용 

파워컨디셔너)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을, 풍력(소형풍

력발전시스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2개 기관, 2011년 9월 9일 지식경

제부 고시 제2011-177호에 의해 바이오(목재펠릿온수보일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등 3개 기관을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

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인증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현재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설비, 바이오 및 기타 7개 분

야에서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 규정(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예상 에너지 사용량 기준 10%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지시 2005-5호(2005.2.28) ｢공공기관 에너

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건물에 의무설치하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조달청훈령 제1346호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 

기준｣ 개정을 통해 정부조달사업에 인증 설비를 우선구매토록 되어있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가.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3~16조(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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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표시,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수수료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21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10조의1(인증기관 

업무,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설비인증의 표지 등)

○ 지식경제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2-51호)

나. 인증 대상 및 인증절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은 신 ․ 재생에너지센터이며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 일반심사는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품질유지 관

리능력, 사후관리 능력을 심사하고, 설비심사에서는 성능검사기관이 신청 설비의 성능, 내

구성, 안전도 등을 평가한 후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결과서의 결과를 통해 규정에 의

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설

비심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성능검사 시험

설비인증 신청 ⇒ 공장 심사 ⇒ 성능 검사 ⇒ 인증서 발급

(제조업자, 수입업자) (인증기관) (성능검사기관) (인증기관)

[그림 4-2]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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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목 성능검사기관

태양열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고정집광, 진공관)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 강제순환)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태양열 온수기(진공관 일체형)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태양광

계통연계형 인버터(10kW 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계통연계형 인버터(250kW 이하) 한국전기연구원

독립형 인버터(10kW 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독립형 인버터(250kW 이하) 한국전기연구원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막 태양전지 모듈 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 집광 채광기 미정

태양전지 셀 미정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미정

3. 추진내용

가.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용 계

통연계형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 4개 품목이었으나 2004년도에 고정집광형 집열

기, 진공관형 집열기,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결정질 태양전지모듈 등의 4개 품목을 추

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진공관식 일체형 온수기, 독립형 태양광 인버터, 독립형 소형풍

력발전시스템, 지열 물-물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열펌프 유니트, 축전지 등 6개 품목이 

추가되어 전체 14개 품목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신 ․ 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인 수소 ․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

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태양전지 셀, 태양광 집광채광기, 중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등의 과

제를 발굴 ․ 진행하여, 2007년에는 총 21개 품목이, 2009년에는 중대형 태양광발전용인버

터 및 수배전 접속함 등이 추가되어 25개 품목이, 2011년에는 목재펠릿온수보일러가 추가

되어 26품목이 인증대상이다.

현재,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별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은 <표 4-7>과 같다.

<표 4-7>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품목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2014.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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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목 성능검사기관

지열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냉동공조인증센터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풍력

소형풍력발전시스템(30kW 미만)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 산업기술시험원

중대형풍력발
전 시스템(용량 
30kW~750kW)

블레이드, 소음시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력 및 하중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력품질시험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설계평가 (사)한국선급

대형풍력발전 
시스템(용량 
750kW 초과)

출력 및 하중시험/
소음시험/전력품질시험

UL(DEWI), 에너지기술연구원

부품(블레이드/기어 
박스 등)

재료연구소

설계평가 (사)한국선급, UL(DEWI-OCC)

연료전
지

독립형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계통연계형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바이오 목재펠릿 온수보일러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기타

축전지(납축전지)-4,000Ah 이하

한국전기연구원축전지(니켈수소전지 NiMH, 니켈 
카드뮴전지 NiCd)-4,000Ah 이하

모니터링 설비 미정

충전제어시스템 미정

인증수요 및 품목 확대에 대비해 성능검사기관 다원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

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 홈페이지 재구축 및 인증제품 구매 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소비자에 대해 안내하고, 기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자료 제공 강화를 통해 제

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통해 ̓13년 말까지 태양열 분야 59건, 태양광 분야 891건, 지

열 분야 161건 등 총 1,136모델의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신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현재 신 ․ 재생에너지법과 조달청 훈령을 통해 신

축 공공기관 건물의 의무화설치, 정부조달사업의 우선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증 제

품의 보급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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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기업들은 해외기관 인증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해외기관 인증으

로 인하여 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26일부로 정격출력 30kW(또는 회전자면적 200m2)이상의 

중대형풍력발전설비 대상으로 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기계, 재료,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기술로 다른 인증 설비와 달리 인증과정에서 설계평가와 제조

평가를 수행한다.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개발 및 제작에 백억 단위의 비용이 소모되며 인증과정 중 성능검

사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가 엄청 크다. 따라서 설계초기부터 인증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

우가 많으며 부품, 도면, 설계 등을 프로그램 및 계산을 통해서 검증한다. 그리고 너셀&허

브, 블레이드, 타워에 대해서는 설계문서를 준수하여 제작 및 조립이 이루어지는지 제조공

정 확인과 품질시스템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설계평가와 제조평가가 완료된 시제품은 계획

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지를 확인하는 형식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형식시험을 통해

서 설계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과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까지 완료된 중대형풍력발전설비에 한해서 인증서가 발급된다. [그림 4-3]은 중

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 절차를 나타낸다.

인증신청 ⇒ 설계평가 ⇒ 제조평가 ⇒ 성능검사 ⇒
최종평가 및 
인증서 발급

(제조업체) (설계평가기관) (인증기관) (성능검사기관) (인증기관)

[그림 4-3]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 절차

인증서는 1개의 최종평가 보고서와 3개의 적합확인서로 구성되며, 3개의 적합확인서는 

각각 항목별 평가보고서로 구성된다. 설계평가 적합확인서의 항목은 하중, 안전계통/매뉴

얼, 기계/구조 부품, 타워, 전기 시스템, 하부기초(선택)로 설계평가기관에서 설계평가보고

서를 발급한다. 제조평가 적합확인서의 항목은 너셀&허브, 블레이드, 타워로 인증기관에서 

제조검사보고서와 공장심사보고서를 발급한다. 형식시험 적합확인서의 항목은 설계평가기

관에서 발행하는 1개의 형식시험 평가보고서와 성능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안전 및 기능시

험, 기계적 하중측정, 출력 성능, 소음 측정(선택), 전력품질특성(선택), 블레이드(정하중, 

피로하중), 증속기 시험 성능검사보고서로 구성된다. [그림 4-4]는 인증서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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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서 

최종평가 보고서 

설계평가 적합확인서 제조평가 적합확인서 형식시험 적합확인서

설계평가보고서-1
설계근거평가

제조검사보고서-1
블레이드 제조공장

형식시험 평가보고서

설계평가보고서-2
하중 (하중가정)

제조검사보고서-2
타워 제조공장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1
안전 및 기능시험

설계평가보고서-3
안전계통 / 매뉴얼

제조검사보고서-3
너셀 ․허브 조립공장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2
기계적 하중측정

설계평가보고서-4
블레이드

공장심사보고서
너셀 ․허브 조립공장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3
출력 성능

설계평가보고서-5
기계 / 구조 부품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4
소음 측정(선택)

: 인증기관

: 설계평가기관

설계평가보고서-6
타워

: 성능검사기관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5
전력품질특성(선택)

* 형식시험 중 성능검사기관 
해당 항목은 인증용 평가보
고서가 아닌, 성능검사기관
의 측정보고서 임

설계평가보고서-7
전기 시스템

부품 성능검사보고서*
블레이드(정하중, 피로하중)

설계평가보고서-8
하부기초(선택)

* 증속기 Field Test는 증속기 
사용설비에 한함

기타 성능검사보고서
증속기 Field Test

* 보고서 구성 형태는 평가내용이 빠지지 않는 한 다소 변경 가능

[그림 4-4] 인증서 구조

인증 기준은 WT201:2014 신 ․ 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이

며, 육상용 중대형풍력발전설비의 설계기준은 IEC 61400-1, GL Guideline 2003/2004, 

GL Guideline 2010이고 해상용 중대형풍력발전설비의 설계기준은 IEC 61400-3, GL 

Guideline 2005, GL Guideline 2012이다. 이외의 기준은 인증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설계평가기관과 성능검사기관에서 설계평가와 성능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DEWI-OCC와 한국선급은 설계평가를 담당하며 DEW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

소는 성능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표 4-8>은 설계평가기관,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검

사항목을 보여준다.



502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표 4-8> 설계평가기관,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검사항목

기관명 검사항목

유엘코리아
(UL)

DEWI-OCC 설계평가

DEWI
(시스템분야)

출력시험

하중시험

소음시험(선택)

전력품질시험(선택)

(사)한국선급 설계평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스템분야)

출력시험

소음시험(선택)

전력품질시험(선택)

재료연구소
(부품분야)

블레이드시험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ʻ14년 9월말까지 2건의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RPS, 보급 사업 등

에 참여를 원하는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남해안 풍력발전단

지 조성과 연계하여 국내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풍력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인증기

관과 교류를 통해서 인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신 ․ 재생에너지설비 기술발전에 따른 신제품 개발과 대용량화에 따라 차세대 태양전지, 

대형 연료전지 등 성장 및 보급잠재량이 큰 설비에 대하여 기술기준 제정과 성능검사 ․ 인증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다양한 인증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

화 및 시장 혼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KS인증 제도와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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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 ․ 재생에너지설비 표준화 사업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센터는 전문분야별로 KS표준을 개발․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

관(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신 ․ 재생에너지 4개 분야(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총 106종의 국가산업표준(KS)을 개발 및 관리하고 있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가. 추진근거

신 ․ 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0조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

■ 산업표준화법 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나. 국가표준개발업무 절차 (국가산업표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 시행)

KS표준 초안작성
(국제표준 부합화)

KS표준(안)
전문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or 설명회 등)

신 ․ 재생에너지센터 분과별 작업반 전문위원회

KS표준
최종고시

KS표준(안) 
기술심의

KS표준(안)
의견수렴

KS표준(안)
예고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심의위원회 이해관계자 국가기술표준원

[그림 4-5] 국가표준개발업무 절차



50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3. 추진내용

가. 신 ․ 재생에너지설비 표준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서, 신 ․ 재생에너지센터는 신 ․ 재생에너지 4개 분야(태양

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의 총 106종의 국가산업표준(KS)을 개발 및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황은 <표 4-9>와 같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IEC, ISO 등의 국제표준

기준으로 부합화 시키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목표 및 추진현황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국산업규격(KS) 및 신 ․ 재생에너지설비인증의 성능검사기술기

준을 국제표준(IEC, ISO 등)에 부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표준(IEC, ISO등) 기

준의 개정 일정 및 계획에 대응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현재 ʼ14년 9월 기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표준(KS) 106종에서 부합화된 표

준은 75종이며, 약 71%의 부합화률을 나타나고 있다.

<표 4-9> 신 ․ 재생에너지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현황 및 관리표준

지정 분야 표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간

 태양열 (ISO/TC 180) 20종
2009. 7. 31 〜 2015. 6. 3

 태양광 (IEC/TC 82) 70종

 풍력터빈시스템 (IEC/TC 88) 11종
2011. 5. 2 〜 2015. 6. 3

 연료전지기술 (IEC/TC 105) 5종

 합 계 106종 -

또한 센터에서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소 ․ 연료전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정

부지원 하에 ʼ04년부터 국제표준화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 대응방

향 수립하여 표준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있다. 

4. 향후 추진계획

신 ․ 재생에너지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국제표준(IEC/ISO), 국가표준(KS), 인증 기준 등의 

부합화 업무를 수행하고, 현행 4개 지정분야(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 타 신 ․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확대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제표준기구인 IEC에서 진행 

중인 신 ․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체계(IECRE)에 대한 기반구축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대응 ․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신 ․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향

후 국내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술선점의 주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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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 ․ 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1. 추진배경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태양광 등 타 신 ․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다소 낮아 국

내 제조기업들이 해외기관에 인증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기관으로부터의 

인증으로 인하여 기술 및 국부의 유출이 우려되며 향후 풍력산업 경쟁력강화, 국내 벨류체

인의 미성숙 등 국가적인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시

스템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확보, 국내 개발기술의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독

자적 인증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인증체계에서 성능검사기관의 역할은 실제로 중요하다. 소형풍력(30kW 미만)의 

경우 2002년부터 약 2년간의 인증 기반구축을 통하여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강원대학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14년 9월말 현재 9개의 모델에 대

하여 인증이 완료된 상황이다. 정격출력 750kW 이하 30kW 이상의 풍력발전시스템에 대

해서는 2004년부터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인증제도를 구축하였으나 인증체

계 완성 당시 모든 풍력발전시스템들이 MW급으로 급격하게 기술개발, 상용화 되어 실제적

인 인증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풍력발전시스템이 MW급으로 개발 ․ 상용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인증제도가 2008년도

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재료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선급을 위탁기관으로 하

여 ʻʻ풍력설비 성능평가기술 기반구축(2단계)ʼʼ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으며 당해 연구용역을 

통하여 3MW급의 블레이드 및 증속기에 대한 시험 ․ 성능평가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해상용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설계평가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에 도입되는 풍력발전시스템 용량이 5MW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대형화 되어 기존에 구축된 성능검사기관 장비 사용의 한계에 다다름에 따

라 블레이드 등 주요부품 시험장비 및 시스템 특성 측정 장치의 대형화, 선진화 요구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 성능검사(형식시험)

풍력발전시스템은 기계, 전기 분야 등의 기술을 총 망라한 대형 발전설비로서 개발 및 제

작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제작초기부터 안전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출력 성능 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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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검증하는 인증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증과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부품단위부터 전체 시스템 단위까지의 설계를 모의시험(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등의 방법으

로 사전 검토 ․ 검증하고 시제품의 제작 ․ 조립 절차를 거쳐 사전 설계평가의 검증 및 특성측

정을 위한 형식시험이 진행된다.

성능검사기관은 IEC 61400-2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형식시험을 수행하

게 되며 형식인증절차와 형식인증을 위한 해당 시험은 아래와 같다.

[그림 4-6] 형식인증절차 [그림 4-7] 형식인증을 위한 시험

3. 주요추진내용 및 현황

신 ․ 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사업은 서남해안 2.5GW 풍력발전단지에 도입되는 

풍력발전시스템 등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국내에 설치될 MW급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기반 마련을 위한 장비도입 사업이다. 성능검사기관은 크게 부품분야와 시스템 분

야로 구분되어 사업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각각 재료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

정이 되었다. 현재(2014년 9월 말 기준) 재료연구소는 주요 부품분야에 대한 성능검사기관

으로서 블레이드와 증속기 분야의 성능검사 장비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시스템 분야의 

성능검사기관으로 하중, 전력품질, 출력성능, 소음측정과 관련된 장비를 도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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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신 ․ 재생에너지 성능검사 고도화 사업 장비도입 현황(2014년 9월 말 기준)

구 분 성능검사 종류 5MW 급 7MW 급

시스템 분야

기계적 하중 측정 도입완료

전력품질 측정 도입 중(ʻ14.10 완료 예정)

소음 측정 도입완료

출력성능 측정 도입 중(ʻ14.10 완료 예정)

주요 부품 분야
블레이드 시험

정하중 시험 구축 완료
구축 중

(ʻ14.12 완료 예정)

피로하중 시험 구축 완료
구축 중

(ʻ14.12 완료 예정)

증속기 시험 구축 완료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은 장비구축을 기본으로 하지만 고도화 대상 성능검사기관의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업무체계 확립,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장

비에 대한 검 ․ 교정관리를 통하여 기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인증체

계 구축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성능검사기관의 역량은 해외 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DNV-GL, DEWI 등 해외 유수 성능검사기관과의 기술 교류

를 통한 시험 경쟁력 강화 또한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림 4-8] 신 ․ 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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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향후 인증수요 발생 시 (혹은 부품이나 시스템 규모의 단독 성능검사 수행 시) 국제적 수

준을 갖춘 국내 성능검사기관에 의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주요부품 및 시스템 시험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기관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개발기술 유출, 고가의 수수료 지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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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사업은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등 신 ․ 재생

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제품 ․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시험분석 ․ 성능검사 ․ 신뢰성 검

증 등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이 신생 

산업 분야이고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 ․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개

발한 기술 ․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

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신 ․ 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1년 8월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3대 

주요 신 ․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전국 광역권별로 6개 테스트베드(태양광 3개, 풍력 2개, 연

료전지 1개)를 지정하여 2014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 운영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에는 

장비 및 공용 설비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기타 건물 ․ 운
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 등 민간 부담 매칭 550억원 등 총 1,030억원이 투자되

었다.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 소재 및 시스템에 대한 시험

․ 실증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관련 제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신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개요

■개념 :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등 신 ․ 재생에너지 기업(특히 중소 ․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 ․ 제품의 
시험분석 ․ 성능평가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산 ․ 학 ․ 연 연계 거점 육성

■지원 대상 : 3개源, 6개 테스트베드
   - [태양광] 충청권/대경권/호남권, [풍력] 동남권/호남권, [연료전지] 대경권
■사업 기간 : '11. 8월 ~ '14. 6월(3년)
   - (1차년도) 11.8~12.6 / (2차년도) 12.7~13.6 / (3차년도) 13.7~14.6
■사업비(국비) : 480억원
   - 연차별 지원예산: ('11년) 200억 / ('12년) 200억 / ('13년) 80억

2. 테스트베드 지정 현황

2011년 지경부 공고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였는데 권역별 업계 수

요 및 기업 분포,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의 연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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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국 광역권별로 6개 테스트베드를 선정하였다.

분야 지역 주관기관

태
양
광

충청권 충북테크노파크

대경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호남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생산기술연구원(광주)

풍
력

동남권
경남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부산)

호남권 전남테크노파크

연료
전지

대경권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림 4-9] 6개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지정 현황

- 태양광 분야 :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3개 광역권별 기

업집적도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충청/대경/호남 광역권별로 총 3 곳을 선정하고 

Value chain별 기능/역할 분담

∙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 결정질 실리콘 셀 ․ 모듈 및 박막 완제품 시험평가

∙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 결정질 실리콘 부품 적용성 평가

∙ 호남 태양광 테스트베드 : 실리콘 웨이퍼 진단 및 박막 소재 시험평가

- 풍력권 분야 : 그간 풍력 업계 숙원이었던 현장 실증사이트를 전남 영광 인근에 구축

하는 한편 풍력 부품 업체가 집적화된 동남권에 풍력 부품 테스트베드 선정

∙ 호남권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 풍력발전 시스템 시험측정 및 인프라 구축

∙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 풍력 부품 시험평가

- 연료전지 분야 : 광역선도권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연료전지 산업 분야가 발전한 

대경권을 선정

∙ 대경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 연료전지 시험평가

3.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주관부처로 사업 총괄 기획, 사업비(국비)를 출연하고, 에너지관

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가 전담기관으로 협약체결, 운영지원 ․ 조정, 성과평가 관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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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권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 분야
사업비[국비, 
11~13년]
(백만원)

태

양

광

충청권 충북테크노파크

① 충남TP
②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③ 에너지기술연구원
④ 공주대학교

결정질 실리콘
셀 ․ 모듈 및 박막 

제품시험평가
8,252.5

대경권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① 대구TP
② 경북대
③ 영남대
④ 금오공과대
⑤ 계명대

결정질 실리콘
부품 적용성 평가

7,983.5

호남권
전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광주)

① 산업기술시험원
실리콘 웨이퍼 

진단 및 박막 소재 
시험평가

7,923.9

풍
동남권

경남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부산)

① 전기연구원 
② 재료연구소
③ 산업기술시험원

풍력 부품 
시험평가

8,322.5

당하고 있으며, 광역권 비영리기관인 테크노파크, 대학교(산학협력단) 등이 주관기관으로 

대학교 ․ 연구소 등 참여기관과 함께 6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0] 6개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체계

<표 4-11> 6개 테스트베드별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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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권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 분야
사업비[국비, 
11~13년]
(백만원)

력

④ 경상대
⑤ 부산TP
⑥ 부산대

호남권 전남테크노파크
① 목포대
② 표준과학연구원
③ 전기안전연구원

풍력 시스템 시험
측정 및 

인프라구축
8,204.6

연료
전지

대경권 포항공과대학교
①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② 포항TP
③ 재료연구소

연료전지 시험평가 6,763

계 47,450

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추진 실적

6개
테스트베드

①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8,252.5
- 태양전지 완제품 평가장비 등 총 63종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665회(133업체),
- 기술교육: 56회(2,212명) 등

②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7,983.5
- 모듈 테스트플랜트 장비 등 총 55종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685회(245업체)
- 교육/워크샵: 16회(1,384명) 등

③ 호남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7,923.9
- 잉곳 웨이퍼 소재 성능평가장비 등 총 34종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3,937건(453업체)
- 교육/워크샵: 186회(3,622명) 등

* 전담기관(신 ․ 재생에너지센터) 운영비(550백만원) 별도

4. 추진 내용

전담기관인 신 ․ 재생에너지센터의 지원활동과 더불어 6개 테스트베드별로 장비 도입 구

축, 관련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성능평가 등 기업지원 활동,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 사

업들을 추진하였다.

- 테스트베드 주요 사업 추진실적

∙ (장비 구축) 태양전지완제품 평가장치 등 250여종 장비 구축

∙ (기술 지원) 시험분석/성능평가 등 장비활용 지원 1,019업체(5,914회)

∙ (교육 훈련) 기술교육/세미나/워크샵 등 445회(11,501명)

<표 4-12> 6개 테스트베드별 사업 추진실적('1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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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추진 실적

④ 동남권 풍력 
테스트베드

8,322.5
- 겐트리 대형 3차원 측정기 등 총 26종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215회(93업체)
- 교육/세미나: 93(3,532명) 등

⑤ 호남권 풍력 
테스트베드

8,204.6
- 대형 기상탑 모니터링 설비 등 총 7종 구축
- 기술지도: 12회
- 교육: 18회(113명) 등

⑥ 대경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6,763
- SOFC 셀/모듈 평가설비 등 74종 장비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94회(412업체)
- 교육/워크숍: 76회(638명) 등

소 계 47,450

전담기관
(신 ․ 재생 

에너지센터)

사업총괄/조정/기획
/평가/관리

5500

- (신규)사업공모/평가/협약체결
(11.8, 6개 테스트베드)
연차평가 및 연차별 협약체결(매년 5~6월)
- 중앙장비도입 심의(11회)
- 교육/워크숍(4회)
- 멘토링제도 운영(5회) 등

계 48,000
- 태양전지완제품 평가장치 등 250여종 장비 구축
- 장비활용 기술지원: 1,019업체(5,914회)
- 기술교육/워크샵: 445회(11,501명)

5. 향후 추진 계획

신 ․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ʼ11.8~ʼ14.6) 운영 성과와 연계하여 ʼ14년 이후 기

존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전기 분야 테스트베드외에 태양열 ․ 지열 ․ 바이오 등 열분야 등 

에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축장비 및 기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업지원 활동 및 산 ․ 학
․ 연이 연계된 신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클러스터(Cluster) : 동일 업종의 대학 ․ 연구소 ․ 기업 등 관련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

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대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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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는 민간 건축물에서 일정비율 이상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약, 친

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 ․ 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CO2배출 최소화를 위해 건물 내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과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무 설치를 통해 건물 내 신 ․ 재생에너지설비 확대에 기여하며, 신 ․ 재
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

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설치의무화 제도 대상 건물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업무용 건축물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설치의무화 기관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인 신축 업무시설

■대상 신 ․ 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운영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추진근거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제12조2(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

부 ․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를 통해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경부령 제177호, 국토부령 제342호)
◇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지경부고시 제2011-52호, 국토부고시 제201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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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과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인증

서를 발급하며, 총에너지사용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29호)에서 정하는 ʻʻ에너지소요량ʼʼ에 ʻʻ신 ․ 재생

에너지생산량ʼʼ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총에너지사용량은 ISO13790(건물에너지 성능-공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사용산정) 

등 국제 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신 ․ 재생에너지공급률 =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 100총에너지 사용량

<표 4-13> 인증등급 및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급 신 ․ 재생에너지 공급률

1 20% 초과

2 15% 초과 20% 이하

3 10% 초과 15% 이하

4 5% 초과 10% 이하

5 3% 초과 5% 이하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toe/kW ․ 년 이용률 15.5%

태양열 0.064toe/㎡ ․ 년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toe/RT ․ 년 부하율 60%

난방 0.444toe/RT ․ 년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toe/kW ․ 년 이용률 95%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운영기관(에너지

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을 선택

한다. 인증기관으로 설계도면, 신 ․ 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관련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

면,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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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건물 소유주)

인증기관
(건기연, 에기연)

지원 및 관리기관
(신 ․ 재생에너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
현장 확인
(본인증 시)

⇓
인증심사결과 

작성
⇔ 결과서 검토

⇓
인증서 취득 ⇐ 인증서 발급 및 

통보
⇒ 현황관리 및 보고 ⇒ 인증현황 확인

[그림 4-11]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절차

4. 인센티브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공급인증서 발급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ʻ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ʼ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기관과 거래가 가능하다.

나. 지방세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3등급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는 3등급 

5%, 2등급 10% 그리고 1등급 15%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3등급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는 3등급 

1% 이하, 2등급 2% 이하 그리고 1등급 3% 이하의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용적

률, 조경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최고높이 등이 건축기준 완화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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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수수료 면제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함께 받고자 동일한 인증기관에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 ․ 재생에너

지 이용 건축물 인증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라. 건축물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건축주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 등 건축물 인증서를 받은 사실과 인

쇄물 또는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 및 인증마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림 4-12] 인증 1호 건물((주)포스코에너지 미래관) 및 인증마크

5. 향후 추진계획

신 ․ 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효율등급제도와의 유사성을 감안,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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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도입배경은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자격

을 구비토록 하고,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기업들의 책임

시공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신 ․ 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도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설치를 전

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일정수준 이상의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 ․ 육성하여 그 신

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고 기준은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2인 이상(기사 2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여야 한다. 또한, 에너

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는 기술인력이 3인 이상(기사 3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여야 한다. 전문기업 신고절차는 [그림 4-13]과 같다.

신 청 인

 ① 신 청 ② 접 수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
 ④ 신고인증서 교부 ③ 확 인

[그림 4-13]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 절차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기업 신고신청서 및 해당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

청서 접수 후 서류 확인을 통해 신고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접수방법은 전문기업 

신고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http:

//www.energy.or.kr) 관련 접수 내용 및 신고업체현황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

다. 제출서류는 신 ․ 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신청서, 재무제표 등 자본금 입증서류, 법인등

기부 등본, 기술인력 현황, 상시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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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내용

2005년에 신 ․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현재까지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고된 업체 수는 총 10,140개(2014년 9월말 기

준)이며, 에너지 분야별로 나누면 총 18,774건이 등록되었다. 또한 법령개정(ʼ14.4.22)을 

통하여 최초신고일로부터 3년 주기로 최초신고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전

문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신고현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원별 신고현황(2014년 9월 30일 기준)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가스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합계

8,946 880 2,116 696 670 455 560 753 3,149 549 18,774

주) 에너지원 2종 이상 신고기업이 있어, 신고업체와 에너지 분야별 전문기업 숫자에 차이가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전문기업 제도는 타 공사업 법령보다 낮은 신고기준, 신고제 특성상 취소 등의 제도관리 

한계성으로 인하여 기업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전문기

업제도 폐지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시공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부족은 정부보급사

업 참여기업의 사업내역 및 결과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시공기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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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Scene 02
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 ․ 재생에너지보급실장  김 영 래

제1절  개  요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유럽, 일본 등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1차 공약기간)까지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너지 ․ 환경변화에 세계 신 ․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

들은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국의 신 ․ 재생에

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4년 9월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1차 에

너지의 11%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주택지원사

업(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일반보급보조사업), 융 ․ 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

사업(지방보급사업) 등 보조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설비인증 및 표준화, 전문기업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까지 보급보조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융 ․ 복합지원, 지역지원)으로 

9,451억원, 금융지원사업으로 12,54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0년 0.4%(335

천toe)에 불과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2013년 3.52%로 증가하였고, 2012년 신 ․ 재
생에너지 분야 제조업체수가 200개, 매출액은 6.5조원, 수출액은 25억불로 최근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521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표 4-15> 연도별 신 ․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연 도

1차 에너지 신 ․ 재생에너지
신 ․ 재생에너지 

공급율(%)사 용 량
(천toe)

전년대비 
증가율(%)

공 급 량
(천toe)

전년대비 
증가율(%)

1990 93,192 14.1 335.3 56.6 0.4

1991 103,623 11.2 411.6 22.8 0.4

1992 116,010 12.0 551.1 33.9 0.5

1993 126,879  9.4 648.1 17.6 0.5

1994 137,235  8.2 776.3 19.8 0.6

1995 150,438 9.6 906.9 16.8 0.6

1996 165,209 9.8 1,159.9 27.9 0.7

1997 180,639 9.3 1,419.0 22.3 0.8

1998 165,932 △ 8.1 1,712.9 20.7 1.0

1999 181,365  9.3 1,897.3 10.8 1.1

2000 192,888 6.4 2,127.3 12.1 1.1

2001 198,410 2.9 2,453.2 15.3 1.2

2002 208,636 5.2 2,917.3 18.9 1.4

2003 215,067 3.1 4,437.4 52.1 2.06

2004 220,238 2.4 4,582.4 3.3 2.08

2005 228,622 3.8 4879.2 6.5 2.13

2006 233,372 2.1 5,225.2 7.1 2.24

2007 236,454 1.3 5,608.8 7.3 2.37

2008  240,752 1.8 5,858.5 4.5 2.43

2009 243,311 1.1 6,086.2 3.9 2.50

2010 263,805 8.4 6,856.3 12.7 2.60

2011 276,636 4.9 7,582.8 10.6 2.74

2012 278,698 0.7 8,850.7 16.7 3.18

2013 280,290 0.6 9,879.2 11.6 3.52

주1: ʼ11년부터 폐목재는 폐기물에서 바이오로 분류 변경.
주2: ʼ03년부터 수력에 대수력(10MW 초과) 포함.

주3: TDF는 ʼ11년부터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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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지원사업

1. 개요

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 사업)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서 ʻʻ저탄소 녹색성장ʼʼ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였고, ʻ집집마다 신 ․ 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09년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인 신 ․ 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ʼ04년

부터 시행한 태양광발전설비에 국한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 ․ 개편하여 지

역별 ․ 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 ․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그림 4-14] 그린홈 개념도

※ 그린홈의 개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 ․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
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
경 주택을 말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5년 기준 전체주택 1,250만호 중 100만 가구에 태양광, 태

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 ․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국의 일사량, 풍속,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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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주택별 특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1단계인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하고, 2단계로 2016년까지 30만호, 3단계인 2020

년에 약 60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16> 단계별 주택지원사업 보급목표
(단위 : 천호)

주택수
(만호)

보급목표(2009~2020)

합계1단계 2단계 3단계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ʼ18 ʼ19 ʼ20

누적가구수 16 37 67 105 146 201 277 381 485 618 786 1,000 1,000

세부적으로 1단계 기간(2009~2012)에는 지역별 계획 수립, 원별 보급모형 개발 등을 

통한 신 ․ 재생에너지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13~2016)에는 민간주도 보급방

식 유도, 보조율 조정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3단계(2017~2020)에 대량보급체계 구

축, 민간주도 보급방식 정착을 통해 성장동력 산업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표 4-17> 단계별 주택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구 분 1단계(ʼ09~ ʼ12) 2단계(ʼ13~ ʼ16) 3단계(ʼ17~ ʼ20)

추진방향
신 ․ 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신 ․ 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기
신 ․ 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 산업화

세부내용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 원별 보급모형 개발
- 기반조성 정비

- 민간주도 보급방식 유도
- 보조율 조정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민간주도 보급방식 정착
- 원별단가 등의 조정을 

통해 대량보급체제 구축

이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높아져 신성장 동력

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며, 2020년에 이르면 그린홈의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558

천toe로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9.4%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주택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및 신 ․ 재생에너지센

터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의 추진은 먼저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평가 후 선정하



52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고, 신청자의 사업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후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 설치확인을 통해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 ㅇ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진행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안

ㅇ 신 ․ 재생 전문기업(제조기업)이 홈페이지 신청 
  * 참여제안 홈페이지 : http://nrbpm.kemco.or.kr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ㅇ 기술인력, 시공실적 등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참여기업 확정 공지 ㅇ 기준 점수이상 참여기업은 센터 사업 협약 체결


신청자 사업 신청

ㅇ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공사금액, 사업 적합성 등 검토 후 사업 
신청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신청 ㅇ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센터) 및 선급금 신청(지급)


시공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ㅇ 신청자는 설치 완료결과 확인 후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센터)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 설치확인(센터)결과 설치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그림 4-15] 주택지원사업 추진절차

3. 추진내용

그간의 보급사업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으며, 고유가 및 기

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이 조성되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에 6,712억원이 투입되어, 태양광 171,802호,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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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1호, 지열 6,905호 등 전체 203,422호가 보급되었고, 84,985toe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 및 258,32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가. 사업내용

주택지원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량보급을 위해 10가구 이상(도서지역 5가구)의 마을단위에 중점적으로 보급 중

이며(마을단위지원사업), 이를 위해 시 ․ 도는 수요자 발굴 및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지

원하고, 신 ․ 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총괄하는 대량보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2004년 태양광주택 310호를 시작으로 2005년 907호, 2006년 5,964호, 2007년 7,317

호, 2008년 10,021호, 2009년 19,193호, 2010년 29,822호, 2011년 35,602호, 2012년 

52,356호, 2013년 30,492호, 2014년 9월 11,288호를 보급하여 총 누적으로 203,422호

에 6,58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여기에는 2007년, 2008년 일반보급사업 예산으로 

추진한 태양열주택 1,029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태양광 위주의 보급정책을 2009년부터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

․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 보급하고, 국립과천과학관 내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

․ 재생에너지 및 첨단 에너지 효율 기술을 구현한 그린홈 모델하우스를 준공하여 사업 홍보

를 강화하였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누진제) 개선을 통해 지열주택 활성화 기반을 마

련하고, ̓13년부터 보조금 지원방식을 정률(%)지원방식에서 정액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였으

며, 태양광대여사업 등 민간주도의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1)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주택지원사업 예산은 에특회계에서 2,192억원, 전력기금에서 4,520억원 총 6,712억원

이 지원되었다. 특히 주택지원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는 에특회계와 전력기금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예산규모가 증가되었다.

<표 4-18>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예산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계

에특회계 63 160 - - - 353 362 390 435 429 - 2,192

전력기금 - - 490 490 490 590 600 500 550 261 549 4,520

계 63 160 490 490 490 943 962 890 985 690 549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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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주1) 2014주1) 계

태양광

주택수 23,640 14,895 26,364 28,990 43,280 25,406 9,227 171,802

보급량(kW) 30,205 13,511 22,434 19,104 36,222 20,623 19,783 161,882

지원금 168,923 58,996 59,661 49,993 54,824 26,061 18,875 437,333

태양열

주택수 1,029 3,648 1,075 5,397 7,184 2,959 979 22,271

보급량(㎡) 28,968 64,346 27,033 27,034 30,548 18,156 19,783 215,868

지원금 13,089 30,009 13,379 14,493 17,321 8,245 5,737 102,273

지열

주택수 - 292 1,411 923 1,320 1,893 1,066 6,905

보급량(kW) - 5,024 13,520 16,005 22,734 33,077 18,634 108,994

지원금 - 3,868 11,371 11,743 17,235 23,024 11,484 78,725

바이오
펠렛

주택수 - 348 - - - - - 348

보급량(kW) - 8,811 - - - - - 8,811

지원금 - 938 - - - - - 938

소형
풍력

주택수 - 10 15 - 327 - - 352

보급량(kW) - 24 36 - 6 - - 66

지원금 - 179 236 - 44 - - 459

(2) 연도별 보급실적

2014년까지 6,586억원이 투자되어 203,422호가 보급되었고, 태양광이 161,882kW, 

태양열이 215,868㎡, 지열이 108,994kW, 소형풍력 66kW, 연료전지 996kW 보급되었다.

주택 형태별로 보면 단독이 66,979호, 공동주택이 21,081호, 국민임대주택 115,362호 

보급되었다.

<표 4-19> 주택 형태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ʼ14년 9월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주1 2014주1 계

단독주택
주택수 10,845 7,066 8,739 7,451 14,715 9,314 8,849 66,979

지원액 162,119 83,462 82,166 75,624 81,152 51,462 36,196 572,181

민간
공동주택

주택수 928 1,216 5,482 7,623 2,774 3,058 - 21,081

지원액 1,154 1,740 4,653 3,212 4,635 8,604 - 23,998

국민
임대주택

주택수 12,896 10,911 15,601 20,528 34,867 18,120 2,439 115,362

지원액 18,738 8,789 7,588 9,384 11,712 5,274 405 61,890

기타주2) 지원액 - - 562 - - - - 562

계
주택수 24,669 19,193 29,822 35,602 52,356 30,492 11,288 203,422

지원액 182,011 93,991 94,969 88,220 97,499 65,340 36,601 658,631

주1) ʼ13년, ʼ14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주2) 기타 실적은 `10년도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및 제로하우스(과천) 소요비용임

<표 4-20>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ʼ14년 9월 기준)
(금액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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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주1) 2014주1) 계

연료
전지

주택수 - - 957 292 245 234 16 1,744

보급량(kW) - - 209 292 245 234 16 996

지원금 - - 9,760 11,991 8,075 8,010 505 38,341

기타주2) 지원금 - - 562 - - - - 562

합계
주택수 24,669 19,193 29,822 35,602 52,356 30,492 11,288 203,422

지원금 182,012 93,991 94,969 88,220 97,499 65,340 36,601 658,631

주1) ʼ13년, ʼ14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주2) 기타 실적은 `10년도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및 제로하우스(과천) 소요비용임
* ʼ07년, 08년 태양열은 태양열주택 보조급 보조사업임

(3) 지역별 보급실적

지역별 설치호수는 경기 16.4%, 경남 10.9%, 충북 9.2% 순으로 지원되었고, 지원금액으

로는 경기 146,492백만원, 경남이 89,233백만원, 전남 53,339백만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4-21> 지역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

지 역 설치호수(호) 보조금(백만원)비율(%) 비율(%)

서울 18,435 9.1 31,837 4.8 

부산 4,801 2.4 12,354 1.9 

대구 2,391 1.2 16,502 2.5 

인천 11,256 5.5 18,231 2.8 

광주 10,407 5.1 21,077 3.2 

대전 4,370 2.1 9,527 1.4 

울산 3,547 1.7 14,115 2.1 

세종 115 0.1 530 0.1 

경기 33,331 16.4 146,492 22.2 

강원 10,645 5.2 47,362 7.2 

충북 18,623 9.2 51,242 7.8 

충남 16,419 8.1 44,280 6.7 

전북 14,905 7.3 44,702 6.8 

전남 16,561 8.1 53,339 8.1 

경북 13,570 6.7 48,929 7.4 

경남 22,142 10.9 89,233 13.5 

제주 1,904 0.9 8,878 1.3 

계 203,422 100.0 658,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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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사례

<단독주택(태양광)> <전남 목포 옥암지구(태양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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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물지원사업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 ․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유도한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건물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

⇒
참여기업

선정
⇒

설치희망자
신청

⇒
신청서 평가 ․

선정
⇒

시설확인 및 
보조금지급

(시공기업) (신 ․ 재생에너지센터) (건물소유자) (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 ․ 재생에너지센터)

[그림 4-16] 건물지원사업 추진절차

<표 4-22> 건물지원사업 추진체계

지원대상자 사업신청
ㅇ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ㅇ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사업 신청


신청서류 검토 ㅇ신청서류 검토 ․ 보완(센터)


 지원대상 평가(에너지원별) ㅇ ʻ검토기준ʼ에 따라 에너지원별 평가(센터)


지원대상자 확정 ㅇ에너지원별 지원대상자 확정 ․ 공지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신청 ㅇ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지급신청 


시공완료 및 확인신청 ㅇ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센터에 설치확인 신청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설치확인(센터)결과 설치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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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주) 2014주) 계

태양광

보급개소 434 25 41 75 115 192 288 1,170
보급량(kW) 10,781 537 584 1,433 2,292 3,586 4,141 23,354

toe 3,383 157 169 418 721 1,119 1,292 7,259
지원액 67,277 3,171 1,995 4,590 3,969 5,169 5,396 91,567

태양열

보급개소 325 118 55 125 190 166 233 1,212
보급량(㎡) 47,655 9,207 8,759 13,416 14,386 8,461 11,085 112,969

toe 3,050 589 561 859 920 542 709 7,230
지원액 20,847 4,909 4,594 7,143 6,921 3,840 4,461 52,715

3. 추진내용

지금까지의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자원확보와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

성화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시스템 보급 기반

이 조성되었으며,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통해 약 43,142toe

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성과를 거두었다.

가. 사업내용

주거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건물지원：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 관련기업의 중장기 투자 유도 

및 고용 효과를 창출키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 시범보급：개발된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R&D 

활용)로 설치비의 최대 80%이내 지원

나. 추진실적 및 성과

건물지원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914개소에 2,328억원을 태양광, 태양

열, 지열 등 여러 신 ․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은 상용건물, 대학교, 사회복

지시설 등으로 다양하며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 관련기업의 중장기 

투자 유도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1) 연도별 지원실적

2014년까지 2,328억원이 투자되어 태양광 23,354kW, 태양열 112,969㎡, 지열 

107,446kW 등이 보급되었다.

<표 4-23> 연도별 지원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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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주) 2014주) 계

지열

보급개소 130 11 9 19 21 40 34 264
보급량(kW) 54,781 6,828 5,113 8,263 11,082 11,344 10,035 107,446

toe 9,674 1,206 903 1,459 1,957 2,003 1,773 18,975
지원액 31,358 4,153 3,065 4,601 5,844 4,853 4,420 58,294

풍력

보급개소 20 - - - 2 - - 22
보급량(kW) 387 - - - 9 - - 396

toe 168 - - - 101 - - 269
지원액 3,114 - - - 68 - - 3,182

바이오

보급개소 4 117 40 3 1 - 1 166
보급량(kW) 2,336 3,555 4,727 2,693 600 - 3,488 17,399

toe 5,942 449 598 340 88 - 513 7,930
지원액 1,390 377 411 843 69 - 293 3,383

연료
전지

보급개소 1 - 13 4 3 11 5 37
보급량(kW) 1 - 21 16 53 170 52 313

toe 2 - 38 29 101 325 99 594
지원액 489 - 962 837 1,307 5,820 1,561 10,976

태양열
냉난방

보급개소 7 3 4 3 3 7 1 28
보급량(㎡) 3,071 1,478 2,109 1,938 1,313 2,659 490 13,058

toe 239 95 135 124 84 170 31 878
지원액 3,019 1,320 1,991 1,790 1,209 1,417 400 11,146

집광
채광

보급개소 8 - - - - 2 1 11
보급량(㎡) 287 - - - - 4 5 296

toe - - - - - - - -
지원액 458 - - - - 48 80 586

태양열
발전

보급개소 - - 3 - - - - 3
보급량(kW) - - 30 - - - - 30

toe - - 7 - - - - 7
지원액 - - 945 - - - - 945

기타

보급개소 - - 1 - - - - 1
보급량 - - - - - - - -

toe - - - - - - - -
지원액 - - 27 - - - - 27

합 계
보급개소 929 274 166 229 335 418 563 2,914

toe 22,458 2,496 2,411 3,229 3,972 4,159 4,417 43,142
지원액 127,952 13,930 13,990 19,804 19,387 21,147 16,611 232,821

주) ʼ13년, ʼ14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2) 건물용도별 지원실적

2014년까지 건물지원사업을 통해 총 2,914억원 중 기업체40%(725개소, 936억원), 학

교 22%(361개소, 512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532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표 4-24> 일반보급사업 건물용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설치개소 지 원 금 비     율

개      인 436 16,081 7

공      공 302 17,433 7

학      교 361 51,173 22

복지시설 277 18,617 8

기 업 체 725 93,576 40

종      교 265 20,919 9

기      타 548 15,022 7

계 2,914 232,821 100

(3) 성과분석

건물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규모있는 신 ․ 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및 보급에 따라 약 

43,142toe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학교, 상업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신 ․ 재생에너지

를 보급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범보급사업을 통해 새로운 신 ․ 재생에너지 분야(집광채광, 태양열냉난방, PTC

형 태양열 등)의 보급활성화를 선도하여 기술신뢰성, 기술 국산화 및 국내 기업의 초기시장 

점유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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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지원사업

1. 개요

국제적으로 지역적인 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중반 상공자원부에

서는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 방안ʼ을 수립하고 최초의 지역적인 에너지절감 및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

타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법령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1994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거의 동시에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고시하

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실행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지

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시범적으로 3개 시범 시 ․ 도(대

전, 경남, 제주)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

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

는 혁신적인 에너지체계 정비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19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

고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와 태양광 가로등 등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의 임의적인 배정에 의한 시범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으

며, 원래의 취지인 지자체의 자발적인 에너지분야에 대한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4월 산업자원부는 ʻʻ지역에너지사업 자금지원지침ʼʼ(산자부 공고 제

1999-102호: 1999. 4. 26)을 제정 ․ 공고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 ʻ사업지원기관ʼʼ으로 지

정하고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사업지원기관에 위임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배

분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한편 

평가에 의하여 공정한 자금의 배분으로 적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보조금에 대한 자금성격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ʻ지역에너지사

업 5개년 계획ʼ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 3월 동 사업 자금지원지침을 ʻʻ지역에너지사업운

용지침ʼʼ(산자부 공고 제2000-37호: 2000. 3. 7)으로 개정 ․ 공고하여 공단에 사업 수요조

사 실시와 지자체 세부 실시계획 수립 시에 사전 협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신 ․ 재생에너지분야와 절약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되던 지역에너지사업은 2006년부

터 지자체별 지역특성과 신 ․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과 부합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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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 ․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분리되었으며, ʼ13년부

터 지역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후, 고시제정 및 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관할구역내의 에너

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신 ․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지원대상사업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친화적인 신 ․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

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폭 넓게 지원한다. 세부적

으로는 ʻ기반구축사업ʼ, ʻ시설보조사업ʼ으로 나눌 수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지자체의 에너지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교육, 해외연수 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에너지절약부문 시상 등과 함께 시설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

한 타당성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설보조사업은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

력, 소수력 등을 이용한 신 ․ 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3. 사업추진 실적

가. 기반구축사업

기반구축사업은 2011년까지 총 74개사업에 6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 홍보사업과 타당성 조사사업 등 설비보

급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아래 <표 4-25>~<표 4-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활용에너

지 자원조사/원별 사업타당성조사/모니터링 실시 등에 사업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중 타당

성이 검토된 사업들은 시설 보조사업으로 연계되었다.

<표 4-25> 미활용에너지 분야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백만원)

1997 광주 음식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 연구 50

1999 충남 미활용 수력이용 타당성 조사 ․ 설치 100

2005 강원 폐열(소각로)이용 타당성 조사 50

2006 부산 해수온도차 이용 냉난방시설 타당성 조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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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소수력 분야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
(백만원)

1997 충북 단양지역 소수력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 50

1998 서울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 100

2000 울산 회야정수장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 50

2003 대구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00

2005 충북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 50

<표 4-27> 태양에너지 분야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
(백만원)

1998
광주 태양에너지이용 시범주택단지조성 용역 100

대구 태양열 냉난방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150

1999 전남 도서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도입타당성조사 100

2004 대구 Solar City 국제협력 140

2005 경북 상주시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157.5

2007 대구 신천변 솔라파크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70

2009 대구 솔라시티 기본계획 용역 70

2010 충북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100

<표 4-28> 풍력 분야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
(백만원)

1996
전북 새만금 풍력발전 타당성조사 70

제주 풍력발전 실용화보급방안 연구 50

1997
경북 울릉도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50

제주 풍력발전 계측조사 및 통계분석 80

1998 제주 풍력자원 조사연구 80

1999 전북 새만금지역 풍력자원 조사연구 85

2000

강원 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70

경북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80

제주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80

충남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80

2002 제주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성능모니터링 140

2003
울산 풍력발전 자원조사 80

인천 풍력발전소 타당성 조사 80

2005 강원 풍력자원조사 250

2009 경남 소매물도 일원 풍력자원 및 타당성조사 100

2010 전남 풍력발전 타당성조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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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Green Village 분야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
(백만원)

2003

강원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광주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대전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울산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전남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전북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제주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충남 Green Village 타당성 조사 35

<표 4-30> 기타

연도 사업주관 조사내용
보조금
(백만원)

1998 광주 비엔날레지역 태양에너지 홍보관 운용 70

2001 제주 풍력발전단지 성능모니터링 평가분석 150

2003 제주 풍력발전 성능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140

2005 경북 복합신 ․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50

2007

광주 이산화탄소저감효과산출 및 기후변화협약대응전략구축 60

전남 혁신도시 에너지생태도시 타당성조사 70

제주 지하수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난방 타당성 조사 100

2008

강원 강원도 신 ․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70

경북 울릉도 신 ․ 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70

광주 신 ․ 재생에너지계획수립 70

대구 혁신도시 신 ․ 재생에너지 적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50

울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혁신도시 기반구축 용역 50

전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수립 50

제주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수립 70

2009

경남 경남 신 ․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70

부산 신 ․ 재생에너지보급 실천계획 수립용역 70

인천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70

전북 신 ․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120

충남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70

충북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용역 70

2010

서울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서울) 70

대전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 70

울산 신 ․ 재생에너지 보급중장기계획 수립용역 70

경기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 70

경북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 70

제주 강정마을 신 ․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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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보조사업

시설보조사업은 신 ․ 재생에너지의 초기시장 형성과 더불어 지자체의 환경친화적인 에너

지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다.

초기 시설보조 사업은 고효율기자재 보급과 태양광 가로등 및 시계탑 등 에너지절약부문

과 신 ․ 재생에너지설비 보급 부문이 혼재하였으나, 아래 [그림 4-17]에 나타난 것처럼 

2000년도에 들어서는 신 ․ 재생에너지의 비중(보조금기준)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는 대외

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중요성 대두, 해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정

책 변화 등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설비의 국산

화 증가, 활용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사회적 요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지원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 ․ 재생 85,611 31,911 32,033 25,474 25,474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절약 9,101 4,976 7,967 9,500 12,473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그림 4-17] ʼ96∼ ʼ12년 에너지절약 및 신 ․ 재생에너지설비 분야 비교

또한 신 ․ 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양해 <표 4-31>에서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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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ʼ96∼ ʼ14년 신 ․ 재생에너지 원별 지원사업수

구 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태양광 39 27 34 39 19 110 107 174 243 272 243 162 1,469

태양열 31 21 23 33 22 135 186 51 55 62 23 16 658

지열 2 7 7 15 8 139 36 19 15 23 7 12 290

풍력 16 3 4 1 2 6 1 5 5 1 1 2 47

바이오 5 1 1 - 2 4 5 6 2 1 - - 27

소수력 11 2 1 2 5 3 2 6 7 2 3 - 44

연료전지 - - - 1 - - - - 2 1 3 - 7

폐기물 9 2 2 - 1 4 - 4 6 5 - - 33

기타 41 2 8 7 5 9 15 14 1 - - - 102

합계 154 65 80 98 64 410 352 279 336 367 280 192 2,677

다. 주요 설치 사례

(1)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

제주도는 삼다도라 일컬어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1980년대부터 제주도

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1981년부터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성 있는 신 ․ 재생에너지 보

급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시 동력자원부에서 ʻ풍력에너지개발 시범도ʼ로 지

정하여 월령 연구단지를 지원하는 등 풍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초창기 풍력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1997~2002년까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지원된 ʻ행
원 풍력발전단지ʼ는 제주도의 풍력사업의 최종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총 203억원(국고보조 156, 지방비 47억원)이 투입된 행원단지는 현

재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563번지 일원 35,000㎡의 부지에 풍력발전기 15기 9.8MW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의 판매를 위한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 풍력발전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14억원의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관광자

원화를 통하여 제주 특유의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 산업 육성을 꾀

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일조하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 자급기반 구축 및 관련 기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풍력발전 등 신 ․ 재생에너

지 보급촉진 시범기지로 활용함과 함께 육지에서 송전되는 전력사정에 비추어 제주지역 전

력의 약 1%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연간 7천toe의 에너지를 감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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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

(2) 삼척동굴박람회 태양광 발전

삼척은 2002년 동굴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청정한 이미지를 가진 태양광발전시설을 활용

한 조형물로 주제관을 표현하였다.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동굴박람회의 상징인 박쥐모양

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로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삼척은 동굴박람회를 맞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국비 11

억원과 시비 5억2천만원, 총 16억2천만원을 투자하였다.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1,28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83Wp의 최대출

력을 가지고 있어 총 105.5kWp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력한 태양광 발전시설중의 

하나이다. 물론 축전지를 활용한 독립형이 아니라 태양광 계통연계형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연간 142MWh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형광등 1,560개를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석유로 환산하면 35,478L정도의 대체효과가 있다. 

삼척시는 단순한 태양광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주제관의 2층에 50평정도의 규모로 신 ․
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신 ․ 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즉 에너지의 순환, 인류문명의 발달, 태양열 가상체험, 태양광 현장체험, 태양전지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신 ․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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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삼척 동굴박람회장 태양광발전시설

(3) 진해시 에너지환경 과학공원

진해시의 에너지환경 과학공원은 원래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진해시가 환경친화적인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환경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 공원은 국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정착되면서 타 지자체의 많은 귀감이 되었고, 신 ․ 재생에너지 시설보

급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주요 지원내역은 태양광 60kWp, 8,000L/day급 태양열 급탕시설, 10kW 소수력발전, 

10kW 풍력발전시설, 솔라카 및 신 ․ 재생에너지전시관 등 종합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설

계공모를 통해 설치된 범선모양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거북선 모양의 태양열시설은 지역특

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조형물이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 환경, 역사교육을 감안한 

종합홍보 및 교육의 장임을 자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태양열급탕시설은 지역 장애인 목

욕탕 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주민기

피형 혐오시설이 주민친화형 시설로 변모되고, 지역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한 사업으로, 향후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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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진해시 에너지환경과학공원 태양열 시스템

라. 국고보조금 지원예산 현황

1996년부터 신 ․ 재생에너지 설비분야의 보급사업의 초창기 사업은 태양광 가로등, 고효

율 기기 등 비교적 접근이 간단한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가 늘어나

고 해외의 벤치마킹에 의한 에너지사업에 대한 분야도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대단위 사

업으로 확장되었다.

<표 4-32>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사업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사업수 154 65 80 98 64 410 352 279 336 367 280 192 2,677

보조금 85,611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37,000 21,000 742,625

 - 기반 3,007 140 558 130 300 430 640 800 - - - - 6,005

 - 시설 82,604 31,771 31,476 37,870 38,352 178,222 71,126 69,200 69,000 69,000 37,000 21,000 736,621

주)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은 별도임

<표 4-3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2014년까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7,426억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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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지역지원사업 분야별 국고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태양열 6,453 5,189 4,169 6,903 4,589 19,606 16,667 5,152 6,597 7,000 2,491 1,201 86,017

태양광 27,852 13,263 12,954 18,691 13,222 40,497 30,481 39,807 39,571 48,607 27,934 17,512 330,391

지열 1,240 1,615 3,059 3,740 2,266 73,384 9,093 5,769 3,848 6,254 1,592 2,052 113,912

소수력 5,061 1,344 175 3,119 6,561 1,425 2,340 954 4,909 325 2,454 - 28,667

풍  력 33,750 6,440 7,509 57 4,200 35,646 1,800 8,488 8,328 3,000 2,250 235 111,703

폐기물 3,280 1,680 2,070 - 350 1,223 - 815 2,962 2,414 - - 14,794

바이오 3,100 140 1,260 - 5,875 2,985 2,525 4,825 2,450 1,250 - - 24,410

기  타 4,875 2,240 838 5,490 1,588 3,886 8,860 4,190 335 150 279 - 32,731

계 85,611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37,000 21,000 742,625

위 표는 그간 지원된 지역지원사업을 원별로 구분한 결과이며 원별로 지원액 비중을 살펴

보면, 태양광(44.5%), 지열(15.3%), 풍력(15.0%), 태양열(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지자체별 지역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강원 11,325 7,550 6,453 3,340 6,334 15,683 8,726 8,347 6,649 6,397 4,035 1,343 86,182

경기 3,940 478 2,001 3,683 3,332 15,768 2,673 5,488 4,747 10,021 2,379 2,058 56,568

경남 4,065 1,660 3,215 2,919 3,815 19,877 8,834 7,513 6,731 7,510 2,338 1,744 70,221

경북 7,340 1,475 747 2,320 1,631 11,267 7,207 4,938 4,279 5,597 3,812 1,384 51,997

광주 11,395 4,460 4,206 5,060 564 3,121 3,682 2,060 1,673 352 989 699 38,261

대구 6,439 2,260 1,480 2,736 2,588 4,708 2,133 3,200 1,860 1,783 752 334 30,273

대전 1,027 730 315 - - 1,323 2,642 2,121 1,329 4,602 1,093 1,447 16,629

부산 105 - 255 1,166 441 2,532 4,459 2,067 1,636 1,679 360 1,030 15,730

서울 100 - - 2,016 343 4,865 4,391 3,178 773 1,102 2,597 738 20,103

울산 2,077 900 2,854 1,476 1,476 1,808 1,258 1,571 567 203 127 143 14,460

인천 1,730 - - 471 886 1,204 1,855 2,247 1,522 3,580 2,482 1,081 17,058

전남 5,345 3,674 2,093 6,940 5,263 26,743 8,118 6,807 8,876 8,436 3,243 1,682 87,220

전북 7,900 3,340 4,650 2,988 3,666 25,781 3,461 5,009 4,165 2,956 520 1,535 65,971

제주 17,925 3,610 2,835 408 2,974 31,054 4,511 5,818 12,548 1,137 3,975 - 86,795

충남 3,538 500 272 1,266 1,839 8,529 4,003 4,817 4,482 3,877 5,110 3,019 41,252

세종 - - - - - - - - - - 582 385 967

충북 1,360 1,274 657 1,211 3,500 4,389 3,813 4,819 7,163 9,768 2,606 2,378 42,938

합계 85,611 31,911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37,000 21,000 7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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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14년까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총 2,677개 사업에 7,426억원을 하였으며, 지역

별로는 전남(11.7%), 제주(11.7%), 강원(11.6%) 등의 순으로 지원이 되었다.

마. 지역지원사업 지원성과

<표 4-3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6~2014년까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각 에너지원

에 7,42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효과는 총 126,176toe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383,533tCO2가 절감된다. 분야별 예상절감량은 풍력(25.4%), 지열(22.3%), 폐기물

(15.5%), 태양광(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5> 지역지원사업 주요 지원 현황

구 분
보조금 예상절감가능량

추 진 성 과
(억원) % (toe) %

태양광 3,304 44.5 24,234 19.2 청사 등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지열 1,139 15.3 26,440 21.0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

풍력 1,117 15.0 28,502 22.6 제주, 전북, 강원, 경북, 등에 보급

태양열 860 11.6 10,146 8.0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열급탕시스템 보급

소수력 287 3.9 10,688 8.5 정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등에 소수력발전시설 보급

바이오 244 3.3 7,647 6.1
바이오디젤연료(BDF) 시범보급,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등

폐기물 148 2.0 17,950 14.2 소각열 폐열활용 시스템, 매립가스자원화 등

기타 327 4.4 569 0.4 타당성조사, 홍보관 조성 사업, 연료전시 사업 등

합계 7,426 100 126,176 100

또한 제주 행원 등 풍황자원이 좋은 주요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에 중 ․ 대형 규모의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공공성 및 홍보성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신 ․ 재생에너지시설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그린빌리지 사업을 전개하여, 2001년부터 

12개소를 지정, 신 ․ 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낙도 

지역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풍력) 보급을 통해 도서낙도 주민들의 문화생

활 기반구축과 경제적 부담 해소하고,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하여 신 ․ 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보급 확대(ʼ08년 667억 지원)를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폐농 위기에 놓인 시설원예 농가 지원하였다.

그리고 규모있는 소수력, 바이오, 풍력 등 플랜트형 사업 추진 및 국내 기술개발의 성과

와 보급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국산 풍력 및 농촌지역 축산분뇨이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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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향후, 지역지원사업은 지역별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 ․ 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 마

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보급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36> 신 ․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현황

ʼ08년도(완료) ʼ09년도(완료) ʼ10 년도(완료) 계

4 7 5 16개 시 ․ 도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서울, 울산, 대전, 경기,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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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융 ․ 복합지원사업

1. 개요

융 ․ 복합지원사업은 신 ․ 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 공공 ․ 상
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의 신 ․ 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융 ․ 복합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및 제27조(보급사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사업

명을 주택 ․ 건물 ․ 지역 ․ 융 ․ 복합으로 개편(ʼ12.10월)하여, ʻ신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편 

방안(ʼ13.1월)ʼ의 ʻ보급사업의 체질강화ʼ 전략에서 ʻ융 ․ 복합 지원 프로그램ʼ 신설(ʼ13.1월)하

여 2013년 5월 최초의 사업공고가 시작되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사업 평가

(공개 ․ 현장 ․ 종합), 선정

협약체결, 시설설치 추진 ⇒
사업진행 및 관리 

설치확인
⇒ 보조금지급

[그림 4-21] 보급보조사업 추진절차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가. 사업내용

(1)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설비 제조 ․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ʻʻ컨소시엄ʼʼ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ʻʻ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ʼʼ이어야 한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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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총사업비는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로 구성되며,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 예산으로 매칭하여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 공공기관 컨소시엄은 정부 지원금외의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

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컨소시엄 부담 사업비 중 신 ․ 재생

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 시 우대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평가위원회 심

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3) 지원대상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 ․ 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 ․ 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추진 시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및 시스템 설계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가용

으로 사용하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만 지원하며,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

이션 등 사업은 지원 제외된다.

◦ 가점대상, 감점대상 및 지원제외

- (가점대상) ̒ ʻ풍력, 소수력, 바이오,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ʼʼ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신 ․ 재생에너지생산량의 3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가점부여(+5점)

- (감점대상) 설치대상이 주택(마을회관, 경로당 포함)이면서,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설비에 의한 에너지생산량이, 전체 신 ․ 재생에너지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처리(△5점)

- (지원제외)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

◦ 융 ․ 복합지원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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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융 ․ 복합 모델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 ․ 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 ․ 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에너지저장 장치 용량이 
증대되고, 설비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한계)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 ․ 소형풍력 ․ 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 ․ 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 ․ 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 ․ 자족 달성 가능하나,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합으로 최적화 설계에 어려움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상업 ․

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 ․ 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 ․ 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 ․ 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4) 사업기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센터와 컨소시엄간의 협약 체결 후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시행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협약변경이 가능하다.

(5) 사업선정 및 관리 절차

◦ (사업계획서 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 ․ 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제

안서)로 수립하여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다.

◦ (평가) 관련 분야 산 ․ 학 ․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 (공개평가) 사업추진 방법 등 사업내용과 참여 시공기업 적정성 등 시공능력에 대하

여 평가하고,

- (현장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 ․ 점검 ․ 조사

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한다.

◦ (지원대상 컨소시엄 선정) 공개 ․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한다.

* 선정된 컨소시엄은 신 ․ 재생에너지센터와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 (사업비 지급 ․ 관리) 사업 착수 시 선급금을 지급(정부 보조금의 50% 이내)할 수 있

으며, 설비설치 완료(합격) 후 잔여 보조금 지급한다.

-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에 대해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를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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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13 ʼ14 계

인천

사업수 1 1 2

지원금 2,117 1,100 3,217

toe 90 60 150

경기

사업수 - 2 2

지원금 - 313 313

toe - 85 85

강원

사업수 2 1 3

지원금 886 100 986

toe 151 19 170

충북

사업수 2 1 3

지원금 1,318 1,695 3,013

toe 141 268 409

충남

사업수 - 1 1

지원금 - 284 284

toe - 32 32

전북

사업수 1 - -

지원금 1,100 　 1,100

toe 286 　 286

전남

사업수 1 1 2

지원금 1,672 1,100 2,772

toe 49 54 103

경북

사업수 - 1 1

지원금 - 230 230

toe - 41 41

나. 추진실적 및 성과

융 ․ 복합지원사업은 ʼ13년 시범사업으로 총 9개 컨소시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

하였으며, ʼ14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10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지역별/연도별 지원실적

ʼ13년~ʼ14년까지 총 19개 사업에 정부 보조금 13,938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 및 전남 지역의 계통연계가 안되는 도서지역에 태양광, 풍력 및 전력저장장치를 설

치하여 독립 마이크로그리드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4-37> 융 ․ 복합지원사업 지역 및 연도별 지원현황
(금액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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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13 ʼ14 계

경남

사업수 2 1 3

지원금 933 260 1,193

toe 172 47 219

제주

사업수 - 1 1

지원금 - 830 830

toe - 104 104

합계

사업수 9 10 19

지원금 8,026 5,912 13,938

toe 889 710 1,599

* ʼ13년, ʼ14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2) 에너지원별/연도별 지원실적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총 보급개소는 1,344개소이며, 에너지생산량은 1,599toe이고, 

그 중 태양광 설비는 756호로 가장 분포하고 있다.

<표 4-38> 융 ․ 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 및 연도별 지원현황
(금액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소 계

태양광

보급개소(호) 57 199 756

보급량(kW) 2,069 1,611 3,680

toe 645 503 1,148

태양열

보급개소(호) 385 86 471

보급량(m2) 2,669 1,308 3,977

toe 170 84 254

지열

보급개소(호) 52 23 75

보급량(kW) 1,007 913 1,920

toe 50 45 95

소수력

보급개소(호) - 1 1

보급량(kW) - 30 30

toe - 0.1 0.1

풍력

보급개소(호) 20 17 37

보급량(kW) 60 195 255

toe 24 78 102

전력저장장치
보급개소(호) 2 2 4

보급량(kWh) 2,325 1,000 3,325

합계
보급개소(호) 1,016 328 1,344

toe 889 710 1,599
* ʼ13년, ʼ14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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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보급시설인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이용생산시설, 태양열, 폐기물

에너지활용시설 등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신 ․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저리

의 융자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소요자금

의 9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14년 4/4분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설비수요를 확대하고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2035년까지 총에너지의 11%를 신 ․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 ․ 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

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또한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풍력, 기타에너지 관련 발전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의존도 완화 및 CO2 저감에 기여하려 한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

에 관한 규정｣과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대상시설은 신 ․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

비로서 태양열설비,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 ․ 이용설비, 폐기물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 ․ 이용설비, 석탄

을 액화 ․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설비, 소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해양에너지설비 등이며, 실증연구사업, 

기술사업화 융자지원 등이 해당된다.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면, 센터는 심사를 거

쳐 자금추천 승인통보를 한다. 자금 추천받은 사업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추천승

인액 내에서 기성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센터에 신청한 자금대여를 통해 사

업자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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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주  체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공고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이하 센터)

⇓
신청서 접수

○ 사업자의 자금신청서 접수
(온라인신청)

사업자→공단

⇓

서류검토 및 
자금심의위원회 개최

○ 접수서류 검토 ․ 보완
○ 신청액 30억원 이상사업의 경우 

자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추천 
여부 결정

센터 및 자금심의위원회

⇓
자금추천 통보 ○ 자금추천 승인사업 추천서 발급 센터 → 사업자, 금융기관

⇓

대출신청

○ 사업자의 대출신청
 * 최초인출시한 :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20%이상)
 **추가인출시한: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60%이상)

사업자 → 금융기관

⇓
대여신청

○ 금융기관의 대여신청
 * 매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금융기관 → 센터

⇓
대여실행 ○ 대여액 지급 센터 → 금융기관

⇓
대출실행 ○ 대출액 지급 금융기관→사업자

⇓
사후관리

○ 최종자금 인출 후 현장점검 
실시(설비설치 여부 확인)

센터 → 사업자

[그림 4-22]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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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지원금액

에특 기금 합계

'83~'99 - 262,063 - 262,063

2000 27,800 11,707 - 11,707

2001 19,000 8,499 - 8,499

2002 17,085 16,980 - 16,980

2003 47,816 47,775 - 47,775

2004 50,000 49,985 - 49,985

2005 117,000 101,854 - 101,854

2006 121,300 61,773 58,700 120,473

3. 추진내용

가. 사업내용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시설자

금)과 신 ․ 재생에너지 전용설비의 생산 ․ 공정라인 설치비용(생산자금) 및 전용설비 제조업

체의 운영자금(운전자금)을 신청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표 4-39>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기준

자금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지원비율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생산자급

분기별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 폐기물분야 및 주택용설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90% 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50% 이내)

100억원 이내
※ 주택용설비는 1억원 이내시설자금

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0억원 이내

나. 추진실적 및 성과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ʼ11년까지 총 12,5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전력기금 예산 740억원중 405억원이 태양

광발전부문으로 지원하였다.

(1) 연도별 지원예산

<표 4-40>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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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지원금액

에특 기금 합계

2007 121,340 56,340 65,000 121,340

2008 180,340 56,340 124,000 180,340

2009 130,340 56,340 74,000 130,340

2010 91,340 71,340 20,000 91,340

2011 111,800 91,800 20,000 111,800

2012 89,340 71,340 18,000 89,340

2013 84,206 64,206 20,000 84,206

2014 128,400 - 64,906 64,906

합계 - 1,028,342 464,606 1,492,948

* ʼ14년 지원금액은 9월말 기준임

(2) 최근 5년간 에너지원별 지원실적

[그림 4-23]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금액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금

융지원을 제외하였으나(ʼ10~13년까지 태양광은 생산시설(생산자금)에 대한 지원임) ʼ14년

부터는 태양광 시설자금의 역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



55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표 4-41> 신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건수 및 금액
(금액 : 백만원)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
설
자
금

태양열 53,394 151,607 - - 2 761 - - 1 224 - - 　 　 53,397 152,592

태양광 280 214,948 - 40,506 1 27 - - - - - - 59 13,743 340 269,224

바이오 139 123,989 - - 1 1,754 3 3,733 10 15,305 15 23,667 15 11,007 183 179,455

폐기물 272 107,714 - - 9 3,929 4 2,935 7 13,454 8 12,683 9 20,388 309 161,103

소수력 54 57,011 1 1,785 3 2,775 - 1,087 2 2,730 2 3,150 1 2,444 63 70,982

지열 33 13,919 - - - - - - 1 477 3 868 1 794 38 16,058

LFG 1 337 - - - - - - - - - - 　 　 1 337

풍력 14 85,025 1 20,642 3 11,886 2 8,154 3 13,208 1 2,955 　 　 24 141,870

연료전지 6 11,965 4 11,067 1 5,312 2 10,759 - 100 2 13,895 　 　 15 53,098

시설자금 소계 54,193 766,515 6 74,000 20 26,444 11 26,668 24 45,498 31 57,218 85 48,376 54,370 1,044,719

생
산
자
금

풍력 1 2,590 - - 1 142 4 2,005 2 908 1 61 　 　 9 5,706

태양광 27 129,721 15 50,094 19 55,159 14 75,377 3 34,050 4 6,710 3 11,759 85 362,870

태양열 26 4,990 2 324 1 300 2 456 - - - - 　 　 31 6,070

연료전지 4 11,692 - - 1 2,659 1 1,400 - - 1 10,000 　 　 7 25,751

바이오 - - - - - - - - 3 3,527 2 2,503 1 270 6 6,300

폐기물 - - 1 621 1 981 - - 3 1,942 6 4,714 3 2,524 14 10,782

수소 - - - - - - - - 1 415 - - 　 　 1 415

생산자금 소계 58 148,993 18 51,039 23 59,241 21 79,238 12 40,842 14 23,988 7 14,553 153 417,894

운전자금 21 5,507 7 5,301 8 5,655 11 5,894 4 3,000 7 3,000 11 1,977 69 30,334

합계 54,272 921,015 31 130,340 51 91,340 43 111,800 40 89,340 52 84,206 103 64,906 54,592 1,492,947

* 금융기관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계속(이월)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추천건수 제외, 금액 포함
* 건수는 추천건수, 금액은 인출금액 기준
* 14년은 9월말 기준임

(3) 기업 규모별 지원실적

그 간 대규모 태양광 생산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국

내 태양광 설비 국산화율 향상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ʼ07~ʼ11) 중소

기업 평균 지원율 76.4%를 지원하여 중소규모의 발전사업 및 제조업체의 사업 참여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다. 

<표 4-42> 기업규모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대 기 업 33,587 26 30,006 33 45,329 41 41,897 47 33,496 40

중소기업 96,753 74 61,334 67 66,471 59 47,443 53 50,710 60

합    계 130,340 100 91,340 100 111,800 100 89,340 100 84,206 100

* 대기업은 중견기업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개인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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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지원 개요 및 추진현황

가. 세액공제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

에서 정한 신 ․ 재생에너지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ʻʻ조특법ʼʼ)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내국인이 신 ․ 재생에너지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

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대기업은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소득세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에 한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

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

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상시설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ʻʻ신 ․ 재생에너지보급시설(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ʼʼ이며,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신  청  자
세무신고(확인서 첨부)

관할세무서

[그림 4-24] 세액공제 신청방법

나. 관세경감

수입되는 신 ․ 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물품의 관세를 경감하여 국내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조속한 활성화와 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

조 규정에의한 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 의거 신 ․ 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

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한해, 수입 ․ 통관 시 해당 품목의 관세를 경감(50/100)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이며, 관세경

감 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신 ․ 재생에너

지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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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행업무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대여사업자 평가 ․ 선정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성효과, 위약금, 
사후관리등을 면밀히 검토

⇓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
설비설치 - 인증제품 사용의무

⇓
태양광 사용

⇓

제7절  태양광 대여사업

1. 개요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설비설치 비용,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고, 설치 업체가 장기

간 유지 보수를 책임지면서 적정수익을 보장하여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보

급사업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

려 쓸 수 있는 정부 非보조 사업인 ʻʻ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ʼʼ을 지난 2013년 9월 사업자 모

집공고를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2. 추진근거 및 절차

태양광대여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7조,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사업의 추진은 먼저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컨소시엄은 인증

모듈제조업체 및 신 ․ 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을 포함해야 하며, 인증모듈제조업체가 신 ․
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가능 하다. 

신 ․ 재생에너지 태양광대여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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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소비자
- 계약기간(15년)중 월간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

대여사업자 - 계약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등 유지보수

3. 사업내용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신 ․ 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공사

REP발급↓↓대여사업자선정 ↑월간전기료납부

대여사업자(REP판매수입 +대여료)
월간대여료

⇆
설비설치및유지관리

소비자

REP판매↓

공급의무자

[그림 4-25] 태양광 대여사업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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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1. 개요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건축면

적 1,000㎡이상의 신축 ․ 증축 ․ 개축 건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 ․ 재
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고유가시대에 공공기관 주도로 대체에

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장육성을 통해 시스템 비용 저감 유도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2. 추진근거

설치의무화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신 ․ 재생

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산업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3. 설치의무 대상

가. 설치의무 대상기관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사업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

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해당 건축물용도(학교시설 : ʼ08.9.10일 포함)

○ 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군사시설 제외)

○ 문교 ․ 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

자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 :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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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제외)

  * 주거용, 공업용, 농수산용 및 기타(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발전시설(ʼ11. 

4.13 시행) 등은 제외

설치계획
(지열설비)

지열이용검토서 
신청⋅검토

▶
설치계획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건축허가전)

설계변경
▼

○ 담당자서류검토
(특이건은 심사위원회검토)설치계획서 검토

▼

검토결과서
○ 발급기한 30일
  ※검토결과서는 온라인출력설치▼완료

설치확인 확인신청

○ 설치 후 30일이내 신청
▼

서류, 현장확인 설치보완

▼

설치확인서
발급

○ 신청후 15일 이내 발급
  ※설치확인서는 온라인출력

[그림 4-26] 설치의무화 추진절차

4. 추진내용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1,412건의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92%인 8,302억원의 투자계획 및 제도변경(ʼ11.4.13) 이후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2.43%(1,889건)를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예정임, 168,947toe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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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설치계획서 검토현황 및 설비투자계획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신 ․ 재생에너지투자비

설치계획개소 총건축공사비(A) 신 ․ 재생투자비(B) 비율(B/A)

2004 32 227,140 16,169 7.12

2005 115 911,700 53,693 5.89

2006 123 1,260,114 67,803 5.38

2007 107 1,062,661 55,343 5.21

2008 146 1,124,989 64,650 5.75

2009 391 3,938,493 233,718 5.93

2010 386 4,039,038 251,936 6.24

2011 112 1,456,468 86,850 5.96

계 1,412 14,020,603 830,162 5.92

(단위 : ㎾h/yr, %)

구분
신 ․ 재생에너지생산량

설치계획개소 예상에너지 사용량(C)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D) 비율(D/C)

2011 195 1,744,663,581 212,496,854 12.18

2012 595 3,212,689,475 377,251,829 11.74

2013 783 3,522,049,183 444,338,881 12.61

2014 316 1,186,709,525 167,706,807 14.13

합계 1,889 9,666,111,764 1,201,794,371 12.43

<표 4-44> 연도별 원별 신 ․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 보급잠재량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합계
(toe)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집광채광기 폐기물 연료전지

용량
(㎾)

toe
용량
(㎾)

toe
용량
(㎡)

toe
용량
(㎡)

toe
용량

(kcal/h)
toe

용량
(㎾)

toe

2004 395 134 7,346 1,297 1,968 126 - - - - - - 1,557

2005 2,896 985 26,773 4,727 3,328 213 288 - - - - - 5,925

2006 2,223 756 32,583 5,753 1,836 117 107 - - - - - 6,626

2007 3,207 936 17,921 3,164 2,316 148 75 - - - - - 4,248

2008 4,017 1,173 20,161 3,560 1,888 121 133 - 3,238,470 411 - - 5,265

2009 13,319 3,889 70,683 12,481 8,125 520 248 - - - - - 16,890

2010 17,066 4,983 78,701 13,896 6,998 448 217 - - - - - 19,327

2011 14,621 4,269 114,035 20,135 6,148 393 98 　 　 　 - - 24,797

2012 32,228 10,055 119,788 21,151 3,725 238 72 - - - - - 31,445

2013 42,311 13,181 134,553 23,758 13,103 839 - - - - - - 37,778

2014 13,492 4,209 60,566 10,694 1,849 118 - - - - 35 67 15,089

합계 145,774 44,570 683,110 120,616 51,284 3,282 1,238 - 3,238,470 411 35 67 16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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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치면제 신청은 177건으로 147건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용하고, 30건은 면제를 

불허하였다.

<표 4-45> 신 ․ 재생에너지 면제신청 검토현황
(단위 : 건)

구분 면제신청
검토결과

허용 불허

2004 48 44 4

2005 40 35 5

2006 20 16 4

2007 14 13 1

2008 25 15 10

2009 18 14 4

2010 7 6 1

2011 - - -

2012 - - -

2013 3 2 1

2014 2 2 0

합계 177 147 30

주) 학교는 ʼ08.9.10 이전에 계약체결 시 면제, 증 ․ 개축은 ʼ09.3.15이전에 건축허가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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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  한 영 배

제9절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일정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

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공급의무자(ʼ14년) :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ʼ14년 신규지정) 

등 14개 발전사

적용대상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조력 등이 있으며, 의

무공급량은 ʼ12년 총 발전량의 2%에서 ʼ22년에는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구 분 ʼ12 ʼ13 ʼ14 ʼ15 ʼ16 ʼ17 ʼ18 ʼ19 ʼ20 ʼ21 ʼ22 ʼ23 ʼ24~

현행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10.0 10.0

변경안*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 신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ʼ14.7.21)

이들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연도별로 ʼ12년도 6,420GWh, ʼ13년도 9,210GWh, ʼ14년도 

11,578GWh의 공급의무량을 부과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를 위하

여 의무공급량 중 ʼ15년까지 초기 4년간 신규설비 기준 총 1,971GWh (1.5GW)에 대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을 부과하였다.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

연 도 ʼ12 ʼ13 ʼ14 ʼ15~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신규 설비용량(MW/년) 220 330 480 470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운영예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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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

법 제12조의5(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 ․ 재생에너지공급 불이행에 대

한 과징금), 제12조의7(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규

정되어 있다.

3. 추진체계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다. 정부는 50만kW이상 발

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의무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공급의무자는 개별적으로 의무공급량

을 할당받는다. 해당 공급의무자는 할당받은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REC)를 확

보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하게 된다.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

설하여 REC를 조달하는 방법(자체조달)과 REC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외부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 ․ 재생에너지발전량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REC)를 공

급인증기관으로 발급받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공급의무자는 할당받은 의무공급량의 의무이행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보전받으며, 의

무이행의 유연성 확보 차원으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 중 미이행량에 대하여 의무공급

량의 20%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의무공급량을 

초과이행 시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불이행사

유 등을 고려하여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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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체계>

공급의무자 선정 → 의무공급량 부과 → 의무이행 → 이행신고 → 이행평가

- 의무대상자(공급
의무자) : 일정
규모(50만kW) 이
상 발전사업자

- 의무공급량 공고
(%, MWh)

- 이행방법
: 자체조달
: 외부조달 

- REC 제출
(비용보전)

- 의무이행 검증
- 과징금 산정

↕ ↓

인증서
거래시장

↔
신 ․ 재생

발전사업자
↔

공급
인증기관

 * 공급인증서(REC) : 신 ․ 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MWh의 전력량 단위에 가중치를 곱

하여 산정(REC = MWh * 가중치
**

)

** 가중치 : 에너지원별로 균형 발전을 도모(특정 전원으로의 편중현상 방지)하기 위해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발급시 반
영하는 가치로써,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라 ①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 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⑤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⑥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신 ․ 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업부고시 제2014-30호 별표3, ʼ15.3.12까지 적용)>

구 분
공급인증서
가 중 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
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이상

1.2 100kW 미만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  타
신 ․ 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 RDF전소, 폐기물가스화,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신 ․ 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업부고시 제2014-164호 별표3, ʼ15.3.1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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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기  타
신 ․ 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ʼ15년

5.0 ʼ16년

4.5 ʼ17년

4. 추진실적 및 성과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시행으로 ʼ12년도 의무공급량 6,420천REC 대비 

4,154천REC(64.7%)를 이행하였으며, ʼ13년도 의무공급량 10,897천REC 대비 7,325천

REC(67.2%)를 이행하였다.

'12년도 RPS 시행 이후 ̓14.9월말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의해 10년간 건설된 발

전설비 용량의 약 3배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를 증설(3,166MW, 6,873개소)하였다.

<RPS 신규설비 증설실적(ʼ14.9월말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발전소수(개) 1,166 1,945 3,762 6,873

  - 태양광 1,115 1,901 3,714 6,730

  - 비태양광 51 44 48 143

발전소용량(MW) 843 901 1,422 3,166

  - 태양광 183 389 631 1,203

  - 비태양광 660 512 791 1,963

* FIT(ʻ01~ʼ11년)실적 : 2,090개소 약 1,031MW 발전설비 설치(ʼ13년도 기준)

또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에 투자활성화 유도하였다.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의 장기계약(12년 이상)으로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ʻʻ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ʼʼ 운용(상, 하반기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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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용량단위 : kW × 가중치)

구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선정용량 32,300 16,000 114,500 61,000 101,000 162,000

참여용량
(발전소수)

95,808
(448개소)

114,046
(633개소)

290,004 
(1,585개소)

268,308
(1,475개소)

499,330
(3,022개소)

685,097
(4,530개소)

선정용량
(발전소수)

32,583
(88개소)

16,017
(93개소)

115,308 
(765개소)

61,254
(211개소)

101,036
(375개소)

162,090
(843개소)

평균가격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128,539원 112,591원

* 동 제도를 통해 선정된 2,375개소 중 1,962개소(82.6%)가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

5. 해외 RPS제도 도입현황

□ RPS제도 및 FIT제도 도입 현황

<국가별 제도 도입 현황>

제 도 국  가

RPS 제도 미국(29개주), 영국, 호주,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칠레 등

발전차액
지원제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캐나다(Ontario, Nova Scotia), 몽골 등

병행 실시  이탈리아

출처: ʼ12년 주요국 신 ․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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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 추진배경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 ․ 재생에너지 초기투자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전기를 공급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

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2년 3월 도입 시행(2001년 10월 11일 소급적용)되어 신 ․ 재생에너

지 투자 및 보급을 초기 확대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과도한 재정부담 및 원간 ․ 사업

자간 가격경쟁 메커니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2011년 12월 종료되었다.

2. 추진근거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7조(신 ․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고시 및 차액지원)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통해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7조
◇ 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0-176호)
◇ 전기사업법 제49조

3. 지원체계

• 사업감독 및 고시 운용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교부승인

                    사업비교부 승인요청↑↓승인

• 사업비 교부 및 정산처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전담기관)
• 사업비교부 승인요청(산업부)
•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사업비 교부

• 사업비관리 및 설치확인,
통계관리 및 사후관리

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총괄관리기관)

• 사업비 신청내역(한전, 거래소) 
검토 및 사업비 신청(기반센터)

 사업비 신청↑

한전, 전력거래소
(주관기관)

전력량 확인

지원금 교부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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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분야 및 기준가격

FIT제도에서는 신 ․ 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11개의 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수력, 조

력, LFG, 폐기물, 연료전지 발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 ․ 재생에

너지원별 기준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에 근거하며, 제도 종료시점인 2011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제도는 종료되었지만, 

지원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15년간(태양광은 15년과 20년 선택) 지속되어 

2030년 최종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표 4-46>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이외의 전원)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1㎿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kW 이상 72.73 SMP+10

150kW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kW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74.06 -

주1)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주2)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 1-3과 같음

주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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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 전원)

적용
시점

설치장소
적용
기간

30㎾ 이하
3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1㎿ 이하

1㎿ 초과
3㎿ 이하

3㎿ 초과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주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 활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상부 또는 외벽에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일반부지'라 함은 '건축물 활용' 이외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 기준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 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5) 1㎿를 초과한 건축물 활용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격을 적용함.

5. 지원현황

2014년 8월말 현재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는 총 2,072개소, 발전설비용량은 986MW

이다. 또한,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전차액지원 대상 설비의 총 누적발전량은 

16,194GWh이며, 총 누적지원금은 20,323억원이다.

2008년은 특히 태양광분야의 기술개발 및 단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한해에만 257MW의 

신규 태양광발전설비가 건설되는 등 일시적 쏠림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태양광 잔여용

량 200MW(총 한계용량 500MW 설정)에 대하여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을 설정하

여 잔여용량 조기 소진 및 일시적 재정부담을 막고자 하였으나, 2011년 종료 당시 발전차액

지원규모는 3,689억원으로 2007년 266억원 대비 약 13.8배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신

규진입은 불가하지만, 기존 발전차액지원 대상은 15년 또는20년간 지속되므로 발전차액지

원금 규모는 당분간 연3,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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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신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현황(ʼ14년 8월말 기준)
(발전량 : ㎿h, 금액 : 백만원, 발전용량 : ㎾)

구  분 ~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ʼ14년 계 비중

수  력

발전량 1,145,339 192,284 353,298 341,411 336,565 339,740 168,067 2,876,704 17.8

금액 16,331 2,213 3,996 3,907 2,311 2,887 1,651 33,296 1.6

발전소수 51 2 6 4 -1 　 -2 60 2.9

발전용량 69,303 7,875 7,198 4,795 　 　 -5,960 83,211 8.4

LFG

발전량 1,201,350 374,740 434,089 397,700 377,216 287,851 164,210 3,237,156 20.0

금액 8,976 2,099 2,450 2,184 1,298 1,197 822 19,025 0.9

발전소수 10 1 3 　 - -2 -1 11 0.5

발전용량 71,393 1,065 2,410 　 - -6,618 -2,000 66,250 6.7

풍  력

발전량 1,055,083 446,158 848,416 792,461 741,316 811,519 437,835 5,132,788 31.7

금액 18,853 6,833 465 0 - - - 26,152 1.3

발전소수 6 6 3 　 　 　 - 15 0.7

발전용량 162,350 152,250 5,650 　 　 　 - 320,250 32.5

태양광

발전량 236,855 420,164 576,342 675,516 660,628 691,345 467,749 3,728,599 23.0

금액 131,282 240,217 292,675 323,479 292,873 314,854 216,585 1,811,966 89.2

발전소수 936 278 369 408 -11 - -2 1,978 95.5

발전용량 296,669 50,577 70,378 79,000 -20 695 -60 497,239 50.4

연료
전지

발전량 14,421 62,629 204,672 278,248 307,462 160,189 29,956 1,057,577 6.5

금액 2,096 11,219 32,010 39,148 33,756 18,887 3,856 140,974 6.9

발전소수 6 4 5 5 -2 -2 -11 5 0.2

발전용량 8,050 12,000 16,400 14,050 - -5,200 -34,200 11,100 1.1

바이오
가  스

발전량 4,721 5,837 10,725 9,312 7,663 6,132 3,731 48,121 0.3

금액 47 59 107 93 45 50 33 434 0.0

발전소수 3 　 　 　 　 　 -1 2 0.1

발전용량 2,711 　 　 　 　 　 -54 2,657 0.3

바이오
매  스

발전량 - 863 14,547 21,798 24,359 22,629 13,140 97,336 0.6

금액 - 4 73 109 76 88 61 411 0.0

발전소수 - 1 　 　 　 　 - 1 0.0

발전용량 - 5,500 　 　 　 　 - 5,500 0.6

폐기물

발전량 - 1,225 4,874 4,284 3,960 1,159 　 15,502 0.1

금액 - 6 24 21 13 5 　 70 0.0

발전소수 - 1 　 　 　 　 -1 - -

발전용량 - 2,247 　 　 　 　 -2,247 - -

계

발전량 3,657,769 1,503,900 2,446,963 2,520,730 2,459,169 2,320,565 1,284,688 16,193,784 100.0

금액 177,586 262,652 331,800 368,941 330,373 337,967 223,008 2,032,327 100.0

발전소수 1,012 293 386 417 -14 -4 -18 2,072 100.0

발전용량 610,476 231,514 102,036 97,845 -20 -11,123 -44,521 986,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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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센터 신 ․ 재생에너지정책실장  최 창 기

제11절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수송용 신 ․ 재생에너지 연료는 탄소중립원으로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

음(바이오디젤 사용시 2.6CO2톤/㎘, 바이오에탄올 사용시 2.1CO2톤/㎘ 저감)이 인정되었

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에너지자립도 제고와 자국의 에너지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등 수송용 신 ․ 재생에너지 연료 보급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4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상  ʻ35년 수송부문 1.4백만 toe 보급목표 달성 

등 기존 중점을 두었던 전력부문 외 수송부문의 신 ․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용 화석연

료에 신 ․ 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의무화하는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2. 해외사례

해외 수송용 신 ․ 재생에너지 연료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원료 생산국을 중심으로 바

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의 연료 보급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국가별 여

건에 맞게 혼합의무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급초기 세금공제와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기반을 조성한 후 점차 의무화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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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들의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제도를 보면 미국은 청정대기

법에 따라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혼합의무화

하는 ʻ07년 RFS 1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반영하

여 RFS 2 제도를 ʼ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EU 국가들도 ʻ09년 EU 지침에 따른 ʼ20년 10% 보급을 목표로 각국이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여 RFS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연료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에 있다.

<RFS 제도 해외 주요국가 사례>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제도명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RTFO(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 Biofuel Quato Law

시행
시기

- RFS 1 : 
2007.9.1∼2010.11.30

- RFS 2 : 2010.12.1 시행 중
- 2008년 4월 - 2007년 1월

의무량
- ʼ22년까지 360억 갤런 신 ․

재생연료 혼합의무

- 3.5%(ʼ10∼ʼ11), 
4.0%(ʼ11∼ʼ12), 
4.5%(ʼ12∼ʼ13), 
4.7%(ʼ13∼ʼ14)

* ʼ11년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 5.25%(ʻ09), 
6.25%(ʼ10∼ʼ14)

* ʼ15년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관련
법체계

- 기존법에 포함 (에너지정책
법을 청정대기법으로 개정
(ʻ05.8월))

- 수송용 신 ․ 재생연료 혼합의
무법(별도입법)

- 신 ․ 재생연료 할당법
(별도입법)

의무
대상자

-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
- 정제사업자, 수입사업자, 

혼합 업자(blender)

-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
(연간 45만 리터 공급업자)

- 정제사업자, 수입업자
-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

대상
연료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식물성유, 바이오가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바이오원료가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도 RFS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료의 혼합비율 20~2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

국의 신 ․ 재생에너지 연료 생산과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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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수송용 신 ․ 재생에너지 연료로서 국내에 최초로 상용화되어 전국에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ʼ02년 온실가스 감축과 수질 ․ 대기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대상 시범보급사업

을 추진하여 국내 보급여건을 점검하고, ʼ06.7월부터 전국보급을 시작하였다.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한 ʻ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서는 혼합비율 0.5%을 최초 설정하고 면세 인센티브를 통해 정유사의 자발적 혼

합사용을 유도하였으며,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율 제고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폐식용

유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어 ̓10년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개발 지원, 

해외농장개척 확대, 동물성 유지 활용 등을 추진하고, ̓11년 일몰되는 면세 제도를 감안하여 

ʼ12년부터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격경쟁력과 국내 원료수급 개선 시까지 혼합비

율 2%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의무혼합제도는 ʻ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경유품질 고시ʼ에 따라 경유에 바이오디젤 

2∼5% 혼합을 시행 중이며, ̓13.7월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제도를 담은 신

․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ʼ15.7월 RFS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연료 보급 프로세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전국에 보급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상용화가 시작된 ʼ07년 약 10만

㎘ 수준에서 점차 확대되어 ̓13년 기준 약 40만㎘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보급량은 정유사

에 납품하여 수송용 경유내 2% 혼합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청소차량 등 지정사업장에 

공급하여 20%를 혼합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 바이오연료 품질기준이 엄격한 국가에 ʼ11년부터 

약 3만㎘ 수출을 시작하여 ʼ13년 기준 약 13만㎘까지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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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성과

국내에서는 ̒07년부터 바이오디젤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수송부문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여, 환경개선, 신산업육성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보급측면에서 보면 바이오디젤은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수송용 신 ․ 재
생에너지 연료로서 ̓12년 기준 전체 신 ․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

내 보급된 바이오에너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화석연

료를 대체함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원료로 활용함에 따라 수질정화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술

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내수시장 외에도 해외시장에까지 수출하여 직 ․ 간접적으로 일자리

를 창출하는 등 바이오연료 산업을 주도해가고 있다.

제1차, 제2차 중장기 보급계획에서 제기되었던 바이오디젤의 문제점인 가격경쟁력 확보 

한계와 국내 원료수급 문제도 업계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저급 폐자원으로도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료의 생

산단가를 낮추고 있으며, 폐식용유 수거를 확대하여 국내 원료수급 비중을 ʼ10년 22%에서 

ʼ13년 38%까지 증가시켰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ʼ15.7월 RFS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바이오업계와 정유업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비율 설정과 운영방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간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을 통해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있는 

바이오디젤 외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 신규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을 위해 관

련 상용화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업계는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한계인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 높은 

원료수입 의존도로 인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의 어려움 등 보급 초창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점의 해결을 위해 폐자원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목질계 ․ 미세조류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대

량생산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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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Scene 03
산업통상자원부 신 ․ 재생에너지과 사무관  김 창 완

제1절  개  요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은 크게 다자간 협력사업과 양자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자간 협력사업은 다양한 국제기구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에너지정책논의에 참여

하고 급변하는 해외 신 ․ 재생에너지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간 협력사업은 선진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

로 다양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선진정책 및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신 ․ 재생에너

지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수소

․ 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Economy: IPHE), 아태경제협력기구(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PEC EGNRET) 등의 참여를 통

해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국제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 독일, 네덜란드, UAE, 오만 등과 신 ․ 재생에너지 분

야 기술 및 정책 정보교류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류이외에도 정부간 

경제공동위, 산업협력위 등과 연계된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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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신 ․ 재생 국제전시회 개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운영

한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

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해외 신 ․ 재생 인증 획득 시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수출, 수주를 독려한다. 또한 매년 신 ․ 재생 국제전

시회(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개최하여 국내기업의 해외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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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협력사업

1. 다자간 협력사업

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협력사업 

(1) 개 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을 목적으로 ʼ04년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에서 설립필요성이 논의, ʼ09년 설립되어 UAE 아

부다비에 본부사무국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담 국제기구이

다. ʼ14년 10월 기준 169개국(135개 회원국, 34개 서명국)이 가입 ․ 활동중이며, 연 1회 총

회, 연 2회 이사회, 연 2회 이상 하부위원회가 개최된다. 

<ʼ14-ʼ15년도 조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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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A는 2개 기구(아부다비 본부 사무국, 본 혁신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

무는 다음과 같다.

부서 주요 업무

지식 ․ 정책 ․ 금융센터
Knnowlegde, Policy and Finance Centre(KPFC) 

- 재생에너지 정책 및 금융 이슈 관련 지식 보고의 
중심 역할 수행

국가지원 ․ 파트너십
Country Support and Partnerships(CSP)

- 국가 ․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략 개발 및 이행 지원

기술혁신센터
Innovation and Technology Centre(IITC)

- 재생에너지 기술 및 혁신을 위한 최신 정보 제공

(2) 예산

ʼ14년 예산은 20백만불이며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회원국 중 10번째로 468,390불

(2.4%)이다. 

<2014년 IRENA 납부 분담금(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비중(%) 분담금(USD)

1 미국 22.00 4,290,000

2 일본 13.052 2,545,140

3 독일 8.604 1,677,780

4 프랑스 6.739 1,314,105

5 영국 6.240 1,216,800

6 중국 5.645 1,100,775

7 이탈리아 5.359 1,045,005

8 스페인 3.582 698,490

9 호주 2.499 487,305

10 한국 2.402 468,390

2014년 총 납부 분담금 합계 20,000,000

(3) 핵심사업

ʼ14-ʼ15년도 주제별 IRENA 부서별 주요 사업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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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명 부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행을 위한 계획

SE4ALL CSP, IITC, KPFC

REMAP2030 IITC, KPFC

도시재생에너지전력발전 CPS, KPFC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CSP, KPFC

전력 그리드 인프라 변화 IITC

재생에너지계획 IITC

재생에너지준비평가(RRA) 및 자문서비스 CSP, IITC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통합

지식게이트웨이 KPFC

RE-thinking(출판) KPFC

재생에너지통계 KPFC

글로벌 아틀라스 IITC, KPFC

Irena 재생에너지 교육 파트너십(IRELP) KPFC

재생에너지 정책 ․ 모범사례: 현황 및 동향 KPFC

재생에너지 비용 IITC

글로벌 투자 다이내믹 KPFC

재생에너지 실천 연합

투자와 성장의 
가능성

정책평가 KPFC

지역시장분석 KPFC

ire-Value: 재생에너지의 사회 ․ 경제적 영향 KPFC

에너지가격책정 KPFC

재생에너지 재무 IITC, KPFC

아부다비개발펀드 연합 KPFC

품질보증 및 표준화 CSP, IITC

RD&D IITC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IOREC 플랫폼 KPFC

미니그리드 CSP, KPFC

오프그리드 CSP

중소사업자역량강화 CSP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등대

GREIN CSP, IITC

SIDS실행을 위한 파트너십 IITC

도서국가 역량강화 CSP

지역별 통합

아프리카 청정에너지통로 CSP, IITC, KPFC

중남미 청정에너지통로 CSP, KPFC

신흥지역 청정에너지통로 CSP, KPFC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강화 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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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현황

한국은 사무국 선정위원회 의장국, 준비위원회 부의장국, 행정위원국, 고위직선임위원국, 

워크프로그램 ․ 예산검토국, 이사국(ʼ11년 4월~)으로서 신 ․ 재생에너지 기술 ․ 산업협력 기반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 신 ․ 재생에너지분야의 협력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으며, ʼ10년도에 한국-IRENA 아 ․ 태지역 정책자문워크샵 개최, ADFD 자문위원국 선

정(ʼ12년~ʼ13년), 보조위원국(ʼ14년~) 등 파트너십내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나.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개발 협력사업 

(1) 개 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1차 석유파동 다음해인 1974년,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고 석유공급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로 설

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유럽연합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도 IEA 활동에 별도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

구의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CERT)는 

에너지분야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총괄하며 에너지 기술정책 수립과 정보교류를 위한 기술협

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최종이용,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핵융

합기술 등 4개의 실무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IEA/CERT 회의는 연간 2회 개최된다.

IEA/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EUWP FFWP REWP FPCC

Working Party on 
End-Use Working 

Party
(최종이용 

실무위원회)

Working Party on 
Fossil Fuel Working 

Party
(화석연료 

실무위원회)

Working Party on 
Renewable Energy  

Working Party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

Fusion Power 
Co-ordinating 

Committee
(핵융합기술 
조정위원회)

신 ․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Renewable Working Party: REWP)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1982년 4월에 설립되었

으며,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 23개 IEA회원국 및 10개 비회원국이 참여

하고 있다. REWP 회의는 연간 2회 개최되며 IEA/CERT의 승인을 받아 하부 이행합의서와 

세부프로그램 신설 및 사업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보고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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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정책방향 논의 등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 산하에 세부기술별 협력프로그램인 10개의 이

행합의서(Implementing Agreement: IA)가 운영 중이며, 한국은 이 중 6개 참여 중에 있다.

<표 4-49> IEA/REWP 산하 이행합의서

프로그램명 웹싸이트

Bioenergy (바이오에너지)  www.ieabioenergy.com

Geothermal (지열에너지)  www.iea-gia.org

Hydropower (수력발전)  www.ieahydro.org 

Ocean Energy System (해양에너지)  www.iea-oceans.org 

Photovoltaic Power Systems (태양광발전시스템)  www.iea-pvps.org 

Solar Heating & Cooling (태양열냉난방)  www.iea-shc.org

SolarPACES (Solar Power & Chemical Energy Systems : 
태양열발전 및 화학에너지 시스템)

 www.solarpaces.org 

Wind Energy Systems (풍력에너지시스템)  www.ieawind.org 

Hydrogen (수소)  www.ieahia.org 

RET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 
재생에너지 기술보급)

 www.iea-retd.org

(2) 활동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 정보교환 분야 3개 프로그램 [에너지기술정보교환(ETDE : Energy 

Technology Data Exchange), 실증에너지 기술분석 보급센터(CADDET : Centre for 

the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Demonstrated Energy Technologies), 온실가스

기술정보교환(GREENTIE：Greenhouse Gas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에 

옵져버로 가입하면서 IEA 연구개발협력사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OECD 가입을 계기로 2002년 IEA에 공식 가입하였으며, 현재 재생에너지 실무위원회 

이행합의서 중 PVPS, Wind, Hydrogen, Geothermal, SolarPACES, Bioenergy 등 6개 

이행합의서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표 4-50> 신 재생에너지 참여 프로그램

이행합의서 가입시기 가입주체

 PVPS 1994.4 산업통상자원부

 Wind Energy Systems 2005.8 산업통상자원부

 Hydrogen 2005.9 산업통상자원부

 Geothermal 2005.9 지질자원연구원

 SolarPACES 2008.3 산업통상자원부

Bioenergy 201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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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VPS(태양광발전시스템) 이행합의서

1993년 초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정보교환 및 이용기술의 공동활용을 위해 설립되었고 호

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EPIA(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EC,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

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29개국(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부사업은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련 정보교환과 배포(Task 1 :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PV Power Systems), 원격지에서의 대규모 태

양광발전소 건설(Task 8 : Very large scale PV Power generation systems), 개도국 태

양광 발전 시장창출을 위한 기술협력(Task 9 : Deployment of PV technologies: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태양광발전 환경적 ․ 의료적 ․ 안정적 활동

(Task 12 : PV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ctivities), 태양광 시스템의 성능, 

효율 및 신뢰성(Task 13 : PV Perfomance, quality and reliability), 전력그리드에서의 

태양광 시스템의 높은 침투율(Task 14 : High Penetration of PV Systems in 

Electricity Grids) 등 6개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4년 4월부

터 옵저버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2년 이후 정회원 자격을 얻었으며, 2014년 현재 Task 

1, Task 12에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와 Task 회의는 각각 연간 2회 개최된다.

(나) Wind Energy Systems(풍력발전시스템) 이행합의서

풍력 공동 연구개발 촉진과 회원국 및 관련 업계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행합의서로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EC, EWEA(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

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5개국(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Task는 기술정보교환(Task 11 : Ba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한대기후에서의 풍력에너지(Task 19 : Wind Energy in Cold Climates), 대

규모 풍력발전 시스템 설계 및 운전(Task 25 : Design and Operation of Power 

Systems with Large Amount of Wind Power), 소형 풍력터빈 품질인증 개발 및 보급

(Task 27 : Small Wind Turbine in High Turbulence Sites), 풍력 측정 분석과 기체역

학 모델 개선(Task 29 : MexNext II: Analysis of Wind Tunnel Measurements and 

improvement of aerodynamics), 해상풍력을 위한 모델 및 동력학 컴퓨터 코드비교

(Task 30 : Comparison of Dynamic Computer Codes and Models for Offshore 

Wind Energy), 풍력단지 모델 벤치마킹(Task 31 : WAKEBENCH - Benchmarking 

Wind Farm Flow Models), 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윈드 라이다 시스템(Task 32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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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 Systems for Wind Energy Deployment), 풍력발전기의 신뢰도, 운영,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 수집 표준(Task 33 : Standardization of data collection for wind turbin 

reliability & operation & maintenance analysis), 육 ․ 해상풍력시스템 관련 환경영향

평가와 모니터링(Task 34: Assess of Environment Effects & Monitoring Efforts for 

Wind Energy Systems in Offshore & Land Based Settings) 등 10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에 동 이행합의서에 가입하여 Task 11, Task 27, Task 30에 참

여하고 있다.

(다) Hydrogen(수소에너지) 이행합의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이용확대를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현재 한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EC, 아이슬란드,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터키, 핀란드,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등 24개국(기관)

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Task는 바이오수소(Task 21 : Biohydrogen), 수소저장물질개발(Task 

22 : Fundamental and Applied Hydrogen Storage Materials Development), 물 광

분해(Task 26 : Hydrogen from Waterphotolysis), 바이오매스 가스화공정을 통한 수소

생산과 수소 단기시장 루트(Task 27 : Near-Term Market Routes to Hydrogen by 

Co-gasification with Biomass), 수소인프라와 대용량 저장(Task 28 : Large Scale 

Hydrogen Infrastructure and Mass Storage), 수소커뮤니티(Task 29: Distributed 

and Community Hydrogen), 국제 수소 시스템 분석(Task 30 : Global Hydrogen 

Systems Analysis) 등 10개이다.

(라) Geothermal(지열에너지) 이행합의서

지열에너지자원의 이용증진과 지원을 위해 1997년 3월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한국, 일

본, 독일, 미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스페인, 

Canadian Geothermal Energy Association, Geodynamics, Spanish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Green Rock Energy, ORMAT Technologies 등 20개국(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세부 프로그램은 지열에너지 개발의 환경영향(Annex 1 : Environmental 

Impacts of Geothermal Energy Development), 인공지열증기시스템(Annex 3 : 

Enhanced Geothermal Systems), 최신 심부 시추 기술(Annex 7 : Advanced 

Geothermal Drilling Techniques), 지열에너지 직접이용(Annex 8 : Direct Use of 

Geothermal Energy), epdlxk 수집과 정보(Annex 10 : Data Collection and 

Information), 유도지진활동도(Annex 11 : Induced Seismicity) 등 6개이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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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지열에너지 탐사와 개발에 대한 선진 경험 및 기술자료 획득을 위해 2005년 9월 지

열에너지 프로그램에 공식 가입하였으며, Annex 3, 8, 10, 11에 참여하고 있다. 

(마) SolarPACES(태양열발전 및 화학에너지 시스템) 이행합의서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한 주요 현안이슈 논의 및 기술정보 교류를 목

적으로 하는 이행합의서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그리스, 호주, 알제리, 멕

시코, 이집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EC 등 19개국(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

행중인 Task는 태양열발전시스템(Task 1 : Solar Thermal Electric Power Systems), 태

양열화학연구(Task 2 : Solar Chemistry Research), 태양기술적용(Task 3 : Solar 

Technologies and Advanced Applications), 산업 공정용 태양열(Task 4 : Solar Heat 

for Industrial Processes), 태양열자원 펴가와 예측(Task 5 : Solar Resource Assessment 

and Forecasting), 태양에너지, 수처리 및 적용(Task 6 : Solar Energy & Water 

Processes and Applications)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기술선도국과의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태양열발전 기술을 조기확보하고,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동 이행합의서에 가입했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Task 1과 Task 2에 참여하고 있다.

다. 수소연료전지경제 국제파트너쉽(IPHE) 협력사업

(1) 개 요

2003년 4월 IEA 각료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이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발의가 되

었고, 같은 해 11월에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인도,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브라질, 호

주, 영국, 뉴질랜드 등 16개국과 EC가 참여 중으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효과적 실행방안 마

련 및 조직 구성을 목표로 수소 ․ 연료전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로 조직명 변경을 하였다. 

IPHE 조직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SC)로 IPHE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소 ․ 연료전지 관련 동 기구에서는 회원국 수소 ․ 연료전지 협력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연

구개발 ․ 실증 협력방안제시, 정책결정에 대한 기술적 평가자료 제공과 수소연료전지의 코

드 ․ 표준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IPHE 사무국은 회원국 간의 연락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며 현재 ʼ09년부터 ʼ13년까지 독일이 운영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하였으며, ʼ14년

부터는 일본이 의장국 수행중에 있다. 한국은 ʼ07년부터 ʼ09년까지 부의장국으로서 활동하

였으며, ʼ14년~ʼ17년 3년임기의 운영위원회 부의장국 활동을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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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사무국
(Secretariat)

 

주요 논의주제

실증 코드 및 표준화 교육
프로젝트 계획 ․ 추진

- 수소 ․ 연료전지 정책 ․
비용 보고서 등

(2) 활동현황

우리나라는 각각 연 2회씩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와 실행연락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각

종 수소 ․ 연료전지 관련 워크샵과 실무그룹 회의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라. APEC 신 ․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협력활동은 

신 ․ 재생에너지기술전문가그룹(EGNRET :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에너지실무위원회(EWG : Energy Working 

Group) 산하 전문가 그룹 중 하나인 EGNRET은 1992년 에너지실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해 결성되었다. EGNRET에서는 정보 교환과 신 ․
재생에너지기술의 상업화 촉진, 재정지원, 기술협력 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탄소모델타운, 에너지분산, 전기자동차 보급, 신 ․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금

융 인센티브제도 논의 등 협력 프로젝트 등이 회원국간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EGNRET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ʼ13년부터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에 있다. EGNRET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회

원국에 신 ․ 재생에너지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 양자간 협력사업

가. 한-독 협력사업

독일은 신 ․ 재생에너지 기술 및 이용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

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과의 교류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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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2005년 4월 에너지효율향상과 신 ․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에

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dena)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같은 

해 11월 한국과 독일의 신 ․ 재생에너지 정보교류 및 양국 기업체간 기술협력 을 위한 ʻʻ한 ․
독 신 ․ 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ʼʼ 개최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동 세미라를 개최하여 양국 민

간 및 정부관련 기관간 교류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06년 2월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이하 NRW주) 경제에너지부와 신 ․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MOU 체결하였다. 2007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ʻʻ2007 에너지대전ʼʼ에 

NRW주 경제에너지부 장관을 대표로하는 대규모 사절단이 방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NRW주와 한 ․ 독 태양에너지 협력 포럼 및 기업상담회

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국내 관련 기업인들과 독일 기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하

기도 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독일 인터솔라 전시회 한국관 지원(15개 기업)하고, ʼ13년

에는 수출, 투자유치, 기술제휴 등 총 30여건의 계약체결 성과가 있었다. ʼ12년 후줌 전시회

에서는 한국관을 운영, 한국 10개社와 유럽 34개社가 참여, 총 42건의 협력가능사업을 발

굴하였다. 또한 후줌 전시회에서 한-유럽 Wind Power Plaza 포럼을 개최, 유럽 기업관계

자를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 풍력산업 ․ 정책에 대한 유럽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고, 유럽에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 및 산업 ․ 기술역량을 홍보하고 한-유럽간 풍력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양국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UAE 협력사업

세계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레트(UAE)는 향후 미래 핵심 성장원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기술 확보 및 이용 ․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레트와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신 ․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ʼ10년부터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와 전시

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 기술 홍보를 통해 UAE뿐 아니라 중동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다. 기타 협력사업

한-인도네시아 신 ․ 재생에너지 워킹그룹 정부대표단 파견(ʼ13년 4월), 한-오만 경제협

력위 개최를 통한 양국 재생에너지 동반성자의 기틀 마련 등을 통해 양국의 핵심 정책, 산업 

역량, 협력가능성분야 등을 논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협

력 보고회의 개최(연 2회), 해외정책, 현황보고서 배포 등 국제협력 활동성과 및 정보를 대

외 공람하여 최신 글로벌 신 ․ 재생에너지 정책 ․ 산업 ․ 기업 정보 등 한국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산업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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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진출지원사업

1. 개요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ʼ09년말부터 가시화 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수출 

및 해외 수주를 다양화 ․ 확대 ․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폭발적

으로 성장하는 세계시장 선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수출국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발굴, 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 

타당성 조사,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 신 ․ 재생에너지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등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림 4-27]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구성

2. 추진근거 및 절차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

10조(조성된 사업비 사용) 및 제31조(신 ․ 재생에너지센터)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신 ․ 재
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ʼ10년 10월)에서 신 ․ 재생에너지 성장 동력화를 통해 ʼ15년 주

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태양광, 풍력 분야를 2015년

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할 계획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사업의 추진은 사업공고 후, 지원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서면 ․ 공개)를 통해 선정하고, 



588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을 받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과제 신청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
신규과제 평가 서류검토 완료후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
평가결과 보고 평가결과 통보 ․ 공시 및 종합평가결과 보고 

⇓
협약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간 협약체결

⇓
중간평가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중간 보고 및 평가

⇓
최종평가 사업종료 후 최종 보고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세부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성과활용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 및 실적 관리 

[그림 4-28]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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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현황

가. 사업내용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크게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과 해외타당성조사사업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 : 신 ․ 재생에너지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젝트발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기반조성

② 해외설비인증획득지원 :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해외인증획득 소요 비용 지원

③ 해외시장개척지원 : 국내 신 ․ 재생에너지기업의 국제전시회 개별 ․ 단체 참가 지원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수출활성화 도모

④ 전문가 해외연수 ․ 교육지원 : 신 ․ 재생에너지 전문가의 해외 전문기관 연수 및 교육 

수료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⑤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 신 ․ 재생에너지대전(Renewable Energy Korea) 개최비용 지원

⑥ 신 ․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 : 신 ․ 재생에너지협회 내에 해외진출지원센

터 설치 ․ 운영

⑦ 해외타당성조사지원 : 해외유망 신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나. 연도별 지원 실적

○ 2011년도 사업예산 : 총 90억원

○ 지원내역

세부 사업명 지원 실적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ㅇ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11건 지원

신 ․ 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ㅇ 해외인증 획득 21건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6회
ㅇ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0건
ㅇ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8회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ㅇ 해외연수 3명
ㅇ 해외교육 77명 지원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ㅇ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

(127개 기업 참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25건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ㅇ 중소기업 25개사 수출 인큐베이션(B2B 인프라구축 및 
전문가 자문지원)

ㅇ 해외시장정보지발간
ㅇ 수출금융 및 해외투자 상담지원



590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 2012년도 사업예산 : 총 91억원

○ 지원내역

세부 사업명 지원 실적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ㅇ 해외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17건 지원

신 ․ 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ㅇ 해외인증 획득 21건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7회
ㅇ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9건
ㅇ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7회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ㅇ 해외교육 21명 지원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ㅇ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

(67개 기업 참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25건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ㅇ 중소기업 25개사 수출 인큐베이션(B2B 인프라구축 및 
전문가 자문지원)

ㅇ 해외시장정보지 발간
ㅇ 해외진출협의회 운영
ㅇ 해외프로젝트 입찰 ․ 계약 ․ 금융 교육

○ 2013년도 사업예산 : 총 40억원

○ 지원내역

세부 사업명 지원 실적

신 ․ 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ㅇ 해외인증 획득 14건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4회
ㅇ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4회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ㅇ 신 ․ 재생에너지 국제 전시회 개최

(79개 기업 참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20건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ㅇ 중소기업 18개사 해외수출 전문가 자문 지원
ㅇ 해외시장정보지 발간
ㅇ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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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사업예산 : 총 45억원

○ 지원내역(ʼ14년 10월기준)

세부 사업명 지원 실적(ʼ14.7월기준)

신 ․ 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ㅇ 해외인증 획득 13건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2회
ㅇ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6건
ㅇ 시장개척단 파견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지원
ㅇ 신 ․ 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 예정

(ʼ14.10.14∼16)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ㅇ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10건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ㅇ 중소기업 18개사 해외수출 전문가 자문 지원
ㅇ 해외시장정보지 발간

다. 향후 기대효과

세계 신 ․ 재생에너지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본 사업은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15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중 태양광 15%, 풍력 15%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부  록

Scene 01

신 ․재생에너지 주요 통계

Scene 02

신 ․재생에너지 용어 사전



594 2014 신․재생에너지 백서

신 ․ 재생에너지 주요 통계

국내 분야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단위：천toe)

구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연료
전지 합계 1차에너지

대비 비중(%)

ʼ09 31 122 147 607 - 22 580 4,558 19 6,086 2.50

구성비(%) 0.5 2.0 2.4 10.0 - 0.4 9.5 74.9 0.3 100 -

ʼ10 29 166 176 792 0.2 33 755 4,862 42 6,856 2.60

구성비(%) 0.4 2.4 2.6 11.6 0 0.5 11.0 70.9 0.6 100 -

ʼ11 27 197 186 965 11 48 963 5,122 63 7,583 2.74

구성비(%) 0.4 2.6 2.4 12.7 0.1 0.6 12.7 67.5 0.8 100 -

ʼ12 26 238 193 815 98 65 1,335 5,999 83 8,851 3.18

구성비(%) 0.3 2.7 2.2 9.2 1.1 0.7 15.1 67.8 0.9 100 -

ʼ13 28 344 242 892 102 87 1,558 6,502 122 9,879 3.52

구성비(%) 0.3 3.5 2.5 9.0 1.0 0.9 15.8 65.8 1.2 100 -

자료：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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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09 ʼ10 ʼ11 ʼ12 ʼ13

총1차에너지(천toe) 243,311 263,805 276,636 278,698 280,290

신 ․ 재생에너지공급비중(%) 2.50 2.60 2.74 3.18 3.52

신 ․ 재생에너지합계(toe) 6,086,249 6,856,284 7,582,846 8,850,739 9,879,207

태양열　 30,669 29,257 27,435 26,259 27,812

태양광　 121,731 166,152 197,198 237,543 344,451

　 사업용 101,049 137,032 158,095 179,899 274,755

　 자가용 20,682 29,120 39,102 57,644 69,696

풍력 147,351 175,644 185,520 192,674 242,354

　 사업용 146,249 174,531 184,394 191,682 241,289

　 자가용 1,102 1,113 1,126 992 1,065

수력 606,629 792,294 965,373 814,933 892,232

　 사업용 606,549 792,075 965,120 814,537 891,015

　 자가용 80 218 253 396 1,217

해양 - 223 11,246 98,310 102,077

지열 22,126 33,449 47,833 65,277 86,959

바이오　 580,419 754,623 963,363 1,334,724 1,558,492

바이오가스 50,865 80,343 91,184 107,430 139,370

　 매립지가스 128,302 114,990 124,220 116,073 97,497

바이오디젤 254,189 356,822 336,054 359,916 369,081

우드칩 20,075 132,230 163,022 164,542 168,466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단위：GWh)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연료
전지

합계
총발전량

대비 비중(%)
ʼ09 566 685 2,822 - 456 - 89 4,618 1.07

구성비(%) 12.3 14.8 61.1 - 9.9 - 1.9 100 -
ʼ10 773 817 3,685 1 417 - 197 5,890 1.24

구성비(%) 13.1 13.9 62.6 0.02 7.1 - 3.3 100 -
ʼ11 917 863 4,490 52 525 10,204 295 17,346 3.46

구성비(%) 5.3 5.0 25.9 0.3 3.0 58.8 1.7 100 -
ʼ12 1,103 913 3,862 466 1,027 11,737 390 19,498 3.66

구성비(%) 5.7 4.7 19.8 2.4 5.3 60.2 2.0 100 -
ʼ13 1,605 1,148 4,228 484 1,840 11,554 579 21,438 3.86

구성비(%) 7.5 5.4 19.7 2.3 8.6 53.9 2.7 100 -

자료：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11)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세부 현황
(단위：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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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09 ʼ10 ʼ11 ʼ12 ʼ13

　 성형탄 24,102 23,053 24,591 23,857 23,517

　 임산연료 49,309 23,419 23,665 56,481 49,622

　 목재펠릿 53,577 23,766 50,995 120,055 268,129

　 폐목재주1) - - 149,632 140,874 175,983

　 흑액주2) - - - 228,337 229,254

하수슬러지 고형연료주2) - - - 17,159 37,574

폐기물 4,558,131 4,862,296 5,121,534 5,998,509 6,502,414

　 폐가스 2,015,279 2,114,825 2,175,167 2,999,138 3,343,253

　 산업폐기물 802,560 851,834 873,206 860,472 886,943

　 생활폐기물 58,455 94,406 184,506 147,247 169,121

　 대형도시쓰레기 660,511 717,671 753,252 748,372 698,870

　 시멘트킬른보조연료 543,179 618,082 681,415 752,890 899,151

　 RDF/RPF/TDF주3) 45,393 93,275 220,171 261,022 286,419

　 정제연료유 260,354 227,497 233,816 229,368 218,657

폐목재주1) 172,400 144,706 - - -

연료전지 19,193 42,346 63,344 82,510 122,416

　 사업용 17,578 40,436 60,730 78,987 118,348

　 자가용 1,615 1,911 2,614 3,523 4,068

구 분 ʼ09 ʼ10 ʼ11 ʼ12 ʼ13

총발전량주1) 433,603,745 474,660,205 501,527,009 532,190,711 555,672,929

　 양수발전 2,827,991 2,789,934 　3,232,985 3,683,262 4,104,661

신 ․ 재생공급비중(%) 1.07 1.24 3.46 3.66 3.86

신 ․ 재생 총발전량 4,617,886 5,889,553 17,345,647 19,498,064 21,437,822

 사업용 4,508,680 5,731,501 12,712,004 12,768,554 15,348,683

 자가용 109,206 158,052 4,633,643 6,729,510 6,089,139

태양광 566,191 772,801 917,198 1,103,227 1,605,182

사업용 469,994    637,359 735,327 852,602 1,302,158

자가용 96,197 135,442 181,871 250,625 303,024

자료：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4.11)
주1) ʼ11년부터 폐목재는 폐기물에서 바이오로 분류변경
주2) 흑액, 하수슬러지 고형연료는 ʼ12년부터 추가됨
주3) TDF는 ʼ11년부터 추가됨

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세부 현황
(단위：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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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ʼ09 ʼ10 ʼ11 ʼ12 ʼ13

풍력 685,353  816,950 862,884 912,760 1,148,179

사업용 680,228  811,772 857,646 908,447 1,143,549

자가용 5,125  5,179 5,238 4,313 4,630

수력 2,821,530 3,685,090 4,490,107 3,862,087 4,228,112

　 사업용 2,821,157 3,684,075 4,488,929 3,860,364 4,222,822

자가용 373 1,015 1,178 1,723 5,290

해양 - 1,039 52,307 465,924 483,777

사업용 - 1,039 52,307 465,924 483,777

바이오 455,542 416,713 524,623 1,027,251 1,839,568

사업용 455,542 409,185 469,805 654,430 1,366,716

자가용 - 7,528 54,818 372,821 472,852

바이오가스 6,814 17,401 44,860 38,973 99,810

사업용 6,814 9,873 20,263 15,461 37,480

자가용 - 7,528 24,597 23,512 62,330

매립지가스 448,728 399,312 440,814 419,409 293,298

  사업용 448,728 399,312 440,814 419,409 293,298

우드칩 - - 8,728 88,060 119,712

  사업용 - - 8,728 23,057 62,111

자가용 - - - 65,003 57,601

목재펠릿 - - - 83,015 696,539

사업용 - - - 83,015 696,539

폐목재 - - 30,221 40,534 178,215

자가용 - - - 32,168 99,211

자가용 - - 30,221 8,366 79,004

흑액 - - - 275,940 273,917

자가용 - - - 275,940 273,917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 - - 81,320 178,077

사업용 - - - 81,320 178,077

자료) 2013년 신 ․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4.11)
주1) 총발전량은 양수발전량 포함, ʼ12년, ʼ13년 총발전량은 사업자+상용자가+신 ․ 재생소규모자가용 합계임

주2) 수력은 양수발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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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ECD
전체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차에너지 5,249,703 251,124 17,342 252,330 312,525 158,800 452,281 263,442 192,231 2,140,618 

재
생
에
너
지

수력 119,467 32,724 1 5,050 1,823 3,601 6,492 341 455 23,952 

지열 32,225 - 7 188 90 4956 2419 65 1 8,668e

태양광 7,404 29 9 345 2,269 1,622 599e 95 102 780e

5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세부 현황
(단위：MWh)

구 분 ʼ09 ʼ10 ʼ11 ʼ12 ʼ13

폐기물 - - 10,203,907 11,737,151 11,554,426

사업용 - - 5,825,528 5,652,440 6,268,771

자가용 - - 4,378,379 6,084,711 5,285,655

  폐가스 - - 9,862,615 11,162,731 11,092,956

사업용 - - 5,568,052 5,459,106 6,060,450

자가용 - - 4,294,563 5,703,625 5,032,506

  산업폐기물 - - 45,713 27,598 23,410

사업용 - - 11,708 4,600 11,613

자가용 - - 34,005 22,998 11,797

  생활폐기물 - - 56,708 100,697 181,142

사업용 - - 48,298 57,725 92,857

자가용 - - 8,410 42,972 88,285

  대형도시쓰레기 - - 238,871 439,281 238,807

사업용 - - 197,470 124,165 85,740

자가용 - - 41,401 315,116 153,067

  RDF/RPF/TDF - - - 6,844 18,111

사업용 - - - 6,844 18,111

연료전지 89,270 196,960 294,621 389,664 578,578

사업용 81,759 188,072 282,463 374,347 560,890

자가용 7,511 8,888 12,158 15,317 17,688

자료) 2013년 신 ․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4.11)

주1) 총발전량은 양수발전량 포함, ʼ12년, ʼ13년 총발전량은 사업자+상용자가+신 ․ 재생소규모자가용 합계임

주2) 수력은 양수발전 제외

6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ʼ12년 기준)
(단위：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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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ECD
전체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태양열 7,651 - 30 76 576 155 347 26 153 1,681

해양 42 2 - 39 - - - - - -

풍력 32,635 973 883 1,283 4,358 1,153 416 79 1,684 12,205e

바이오 235,672 12,151 2,815 12,842 21,367 8,542 7,852 1,277 5,214 78,175 

재생폐기물 14,210 81 492 1,261 2,595 807 573 358 774 3,639 

소 계 449,304 45,960 4,237 21,086 33,076 20,836 18,699 2,242 8,385 129,099 

비중 (8.6%) (18.3%) (24.4%) (8.4%) (10.6%) (13.1%) (4.1%) (0.9%) (4.4%) (6.0%)

비재생폐기물 26,126 169 403 1,261 4,015 1,074 1,766 2,641 763 6,786

재생 +
비재생
폐기물

합계 475,430 46,129 4,640 22,347 37,091 21,910 20,465 4,883 9,148 135,885 

비중 (9.1%) (18.4%) (26.8%) (8.9%) (11.9%) (13.8%) (4.5%) (1.9%) (4.8%) (6.3%)

자료：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4(IEA, 2014)

7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ʼ12년 기준)
(단위：GWh)

구 분
OECD
전체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총 발전량 10,784,684 634,338 30,727 559,397 623,157 297,298 1,026,146 530,935 360,871 4,270,771

재
생
에
너
지

수력 1,389,152 380,511 17 58,717 21,194 41,875 75,486 3,969 5,285 278,511

지열 44,627 - - - 25 5,592 2,609 - - 18,135

태양광 86,093 332 104 4,015 26,380 18,862 6,963 1,103 1,188 9,073

태양열 4,737 - - - - - - - - 959

해양 489 27 - 458 - - - - 4 -

풍력 379,474 11,310 10,270 14,913 50,670 13,407 4,838 917 19,584 141,922

바이오 237,093 8,900 3,553 3,023 39,678 10,324 30,241 964 12,920 55,459

재생폐기물 32,015 129 892 2,227 4,950 2,163 2,985 140 2,279 8,650

소 계 2,173,680 401,209 14,836 83,353 142,897 92,223 123,122 7,093 41,260 512,709

비중 (20.2%) (63.2%) (48.3%) (14.9%) (22.9%) (31.0%) (12.0%) (1.3%) (11.4%) (12.0%)

비재생폐기물 42,783 69 730 2,227 6,554 2,266 5,347 560 1,879 14,788

재생 +
비재생
폐기물

합계 2,216,463 401,278 15,566 85,580 149,451 94,489 128,469 7,653 43,139 527,497

비중 (20.6%) (63.3%) (50.7%) (15.3%) (24.0%) (31.8%) (12.5%) (1.4%) (12.0%) (12.4%)

자료：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4(IE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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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ʼ13년 국가별 태양광 보급현황

NO 국가 누적(MW) 비중(%) NO 국가 신규(MW) 비중(%)

1 독일 35,715 25.7 1 중국 11,800 30.8

2 중국 18,600 13.4 2 일본 6,900 18.0

3 이탈리아 17,928 12.9 3 미국 4,800 12.5

4 일본 13,600 9.8 4 독일 3,304 8.6

5 미국 12,000 8.6 5 영국 1,546 4.0

6 스페인 5,340 3.9 6 이탈리아 1,448 3.8

7 프랑스 4,673 3.4 7 인도 1,115 2.9

8 영국 3,375 2.4 8 루마니아 1,100 2.9

9 호주 3,300 2.4 9 그리스 1,043 2.7

10 벨기에 2,983 2.2 10 호주 830 2.2 

그 외 국가 21,342 15.4 그 외 국가 4,466 11.6

세계 합계 138,856 100.0 세계 합계 38,352 100.0

자료：Global Market Outlook for Photovoltaic 2014-2018(EPIA, 2014.6)

9  ʼ13년 국가별 풍력 보급현황

NO 국가 누적(MW) 비중(%) NO 국가 신규(MW) 비중(%)

1 중국 16,088 44.5 1 중국 91,460 28.4 

2 독일 3,237 9.0 2 미국 61,292 19.1 

3 인도 1,987 5.5 3 독일 34,468 10.7 

4 영국 1,833 5.1 4 스페인 22,637 7.0 

5 캐나다 1,599 4.4 5 인도 20,589 6.4 

6 미국 1,084 3.0 6 영국 10,946 3.4 

7 브라질 948 2.6 7 이탈리아 8,448 2.6 

8 폴란드 894 2.5 8 프랑스 8,128 2.5 

9 루마니아 695 1.9 9 캐나다 7,813 2.4 

10 덴마크 657 1.8 10 덴마크 4,747 1.5 

그 외 국가 7,112 19.7 그 외 국가 51,031 15.9

세계 합계 36,134 100.0 세계 합계 321,559 100.0

자료：A BTM Wind Report: World Market Update 2013 (BTM Consult, 2014.3)



601신․재생에너지 용어 사전

신 ․ 재생에너지 용어 사전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천연가스가 저온 ․ 고압하에서 응고한 드라이아이스형 고체물질로 석유, 가스의 대체연

료를 말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연구 개발중(전세계 

추정 매장량 약 10조톤)

가스화복합발전(IGCC)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CO)와 수소

(H2)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발전기술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Residential Power Generator)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1 ~ 3kW급의 연료전지로 주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음

감축목표(QELROs :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 양적으로 설정된 배출목표를 의미함. 현행 교토의

정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ʼ90년 배출량 대비 8% 감축에서부터 10% 증가까지 허용함

개질기(Reformer)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석유 등을 수소 연료로 변환시키는 장치

결정

결정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상태(금속이

나 수정과 같은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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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 미생물

40℃-50℃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생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메탄 발효용, 온천에서 서

식하는 미생물 등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

공기에 의한 분리법

혼합폐기물을 각 종류별로 분류할 때 밀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혼합된 폐기물을 임

의의 높이에서 낙하시키면서 낙하방향과 직각방향으로 빠른 속도의 공기를 분사하여 낙

하하는 폐기물들을 분류함. 이 때 낙하되는 폐기물들은 밀도에 따라서 공기에 의한 이동 

거리가 다르게 되므로 밀도별로 분리됨

관세경감

신 ․ 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기자재(동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로서, 산업

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한 

것에 한하여, 4개분야(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26개 품목의 물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하는 제도

광전효과(광기전력효과)

반도체에 빛을 비추면 원자핵에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유전자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외부회로와 연결시키면 전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현상을 광기전력효과라고 함

교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 또는 전압. 방향이 일정한 직류에 대응하는 말로, 교류

는 변압기에 의해서 거의 손실 없이 전압을 바꿀 수 있어 송전에 편리함

교토의정서

교토회의에서 채택된 의정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합의서로, 총 27조와 부속서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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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가채매장량

석유와 가스가 지하 저유암층(貯留岩層)에 존재하는 양을 매장량이라 하지만, 실제로 유

전을 개발한 경우, 지표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가채매장량은 실존하는 석유 총매장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이 중에서 채취의 경제적 기술적 조건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추출

이 가능한 매장량을 궁극가채매장량(穹極加採埋藏量)이라 부르고 있음

그린 라운드(Green Round)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시

행하는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ʼ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

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 사용한 용어임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신 ․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약 10호 이상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시범

마을

기계에 의한 자동분리법

혼합폐기물을 각 종류별로 분류하기 이전에 크기별로 1차로 분류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

로 치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체를 통과시키면서 각 크기별로 분류하는 법

기준 배출량(Baseline)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Trends)를 의미함.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률, 에너지 사용 증

가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 감소 혹은 일정한 

추세를 보임. 특히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행 결과가 추가적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행 이전의 기준 배출량이 결정되어야 함

기준년도(Historical Base Year)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연도를 지칭함. 선진국의 경우 ʼ90년을 기준년도로 사용

함.

나노재료

3차원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한 변의 길이가 100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물질. 두께가 5나노

미터인 판상 형태의 점토판이나 나노미터 크기의 세공(fine-pore)을 가진 물질도 포함

날개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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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 나프타(Naphtha)

넓은 의미로는 휘발성 석유류를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원유에서 직접 생산되는 유분

으로, 납사의 증류구간은 30℃~ 210℃이며 분자 당 4 내지 12개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

는 석유제품으로서 개질하여 휘발유로도 전환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족(BTX)

과 올레핀(NCC)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중요한 석유화학의 원료임. 외국에서는 이

의 생산을 위해 중질중유, LPG, 천연가스, 정제가스, 디젤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납

사는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이며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간 1억 bbl의 납사(ʼ03년 기준)를 순수입하고 있

음. 정유부문(국내생산 및 수입)으로부터 납사를 공급받은 석유화학부문은 이를 NCC공

정(올레핀)과 BTX공정(방향족탄화수소)에서 증기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

루엔 등 고부가가치의 기초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함. 이 중 끓는점이 100℃ 이하인 것을 

경질납사(Light Straight Run Naphtha, HSR)라 함

너셀(Nacelle)

풍력발전기에서 발전기가 받는 공기의 흐름(바람)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덮개로 타워

의 상부에 위치함

녹색가격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녹색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 전력보다 높은 가격

(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다결정 실리콘 재료로 만든 태양전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결정 실리콘은 재료 내부의 원

자가 규칙적으로 배열 되어있는 방향이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원자 

배열의 불연속면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불연속면 때문에 전력변환효율이 단결정에 비

해 낮다.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단결정 실리콘 재료로 만든 태양전지를 말하는 것으로 재료 내부의 원자 배열의 방향이 

균일한 상태이므로 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이 우수하나 제조가격이 비쌈

단위전지(Unit Cell)

연료전지 단위전지(Cell)는 기본적으로 전해질이 함유된 전해질 판, 연료극(anode), 공

기극(cathode), 이들을 분리하는 분리판 등으로 구성. 이 단위전지(Cell)에서 전력을 인

출하는 경우 통상 0.6∼0.8V의 낮은 전압이 생성되고, 단위전지를 반복하여 쌓으면 연

료전지 스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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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매시장이나 소매망을 가지고 

있는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업자를 말함 

디젤발전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인 디젤기관을 발전기에 연결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파장의 크기는 3mm에서 1.3m 범위에 있으며 주로 텔레비전이

나 라디오 등의 통신에 사용됨

매립지가스(Land Fill Gas: LFG)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 유기물질이 혐기성 분해 과정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

되는 가스를 말하며 그 성분은 주로 메탄(CH4：40∼60%)과 이산화탄소(CO2：30 ~

50%)로 구성되어 있음

메이저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채유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를 세계적인 규모로 완전히 장악

하여 종합경영을 하는 석유회사를 메이저 또는 국제석유자본이라 함

메탄발효(Methane Fermentation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기물은 혐기성균의 공동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며, 메탄과 이산화

탄소를 생성하는 발효를 말함. 제1단계는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 특히 저급지

방산으로의 분해이고 제2단계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분해임. 메탄발효는 제2단계 분

해를 말하며 이것에 관여하는 세균을 메탄세균이라고 총칭함. 발효온도는 중온과 고온

이 있고,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빠름. 도시발기물의 메탄 분해소화

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모듈

모듈이란 보통 2-100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모듈을 연결하여 어

레이를 제작함. 태양전지를 모듈화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광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을 만

족해야하며, 특히 내구성, 신뢰성 등이 요구됨. 모듈을 만드는데 필요한 태양전지의 수

는 축전지 입력 전압*축전지 직렬 개수/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전압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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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

온실가스(CO2)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연료전지와 같은 무공해 동력기관으

로 작동하는 자동차

바이오가스(Biogas)

혐기적 소화작용으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태인 기체

를 말함. 이러한 혼합기체로부터 분리된 메탄을 바이오메탄가스라고 함. 그 외 바이오 

가스의 형태는 퇴비가스, 습지가스, 폐기물 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과 제조

된 가스도 있음

바이오디젤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fat, lipid) 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에스테르공정)

을 거쳐 석유계 액체연료로 변환시킨 것을 말함. 특히 BIODIESEL이란 용어는 오스트

리아 ʻʻBIOENERGIE社ʼʼ에서 개발한 등록상표로서 일반적으로 각종 동식물油로부터 전

환된 디젤을 지칭하는 일반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법적권리는 등록회사

에 귀속하고 있음

바이오매스

원래 바이오매스의 뜻은 생물량 또는 생물 현존량을 나타내는 말이나 생물체 및 그의 활

동에 수반되어 생기는 유기물의 총체를 말함.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화학공업 원료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망라해서 동식물의 자원을 지칭하며 또한 이것으로 생기는 폐

기물도 포함됨. 바이오에너지는 유가리, 아오산코 등의 연료용 식물의 재배 등을 행하면 

대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음. 농산물의 폐기물로는 설탕수수대와 부스러기외 우돈

(牛豚) 등의 가축분뇨 쓰레기도 있음

바이오에너지

동, 식물 또는 파생 자원(바이오매스)을 직접 또는 생 ․ 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기체, 고체연료나 전기 ․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것. 연료용 알콜, 메탄가스, 매

립지가스(LFG),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차량용, 

난방용 연료 및 발전분야 등에 이용이 가능함

바이오에탄올

에탄올은 화학적 합성도 가능하지만 생물공정으로도 생산되고 있다. 술을 제조하는 공

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을 생성하는 작물로부터 추출된 당을 효모나 박테리아로 발효를 

통하여 생산되는 것임.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산이나 아밀라제로 

불리는 효소로 먼저 전분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발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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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태양전지(Thin Film Solar Cells)

비정질실리콘, CuInSe2 등의 화합물반도체를 소재로 한 것으로, 두께 수 um 내외로 유

리 등의 기판위에 박막형태로 만든 태양전지로 대면적의 모듈을 일관공정으로 제조 할 

수 있음

반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주로 금속)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절연체)의 중간 정도

의 전기 전도도를 가진 물질로 반도체가 요즘 널리 사용되는 주요 이유는 불순물을 첨가

하여 전기전도도를 넓은 범위에서 쉽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발열량

단위량의 연료가 일정조건 하에서 완전 연소한 경우에 내는 열량. 가열성 연료의 경우 

발열량은 두 가지로 정의됨. 첫째는 총발열량으로서 완전연소시의 이론적 최대방출열량

을 의미하고(연소 중 발생하는 수증기의 증발에 의한 잠열을 포함) 둘째로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총 발열량에서 연료의 연소시 생성된 물의 증발 잠열을 제외한 

순발열량임. 세계동력회의 권고안을 포함하여 IEA와 IPCC의 경우 에너지 발란스에서

는 순발열량이 통상적으로 사용됨

발전기

날개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발전비용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발전비용이라 하며, 발전비용에는 발전소를 짓는데 

필요한 건설비용과 발전소 건설한 후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전비용으로 나누어짐

발전장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의미함. 일반적인 화력 발전의 경우, 고

온 ․ 고압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증기를 이용해 발전기 축을 돌리는 증기 터빈, 영구

자석으로 이루어진 발전기 등이 주요 발전장치에 해당함

발전효율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 갖고 있는 총에너지중 전기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발전효율이 30%라는 것은 연료가 갖는 총에너지의 30%만이 전기로 

전환되고 나머지 70%는 열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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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어떤 물질이 분열할 때 방출되는 입자선을 말하며 이러한 입자선은 인체내의 세포를 파

괴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음. 이러한 방사선은 의료용으로 사

용되기도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어 인체에 큰 해로움은 없음

배럴

석유 용량의 단위이지만, 본래는 ｢중간부분이 부풀은 통｣의 의미.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E.L.도르크가 1859년 처음으로 석유의 기계 채유에 성공해 50갤런의 나무통에 채워 판

매했었음. 당시는 수송중의 취급이 조악했었기 때문에 도중에 석유가 새어 42갤론 정도

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현재 1배럴=42갤런의 기원이 되었음

환산율은 1배럴 = 42갤런 = 5.6146ft3 = 159ℓ

배선

전기를 원하는 곳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기선을 말함. 이와 같이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법

을 배선이라고 함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의무이행 기간 동안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고 있으며, 현행 교

토의정서는 ʼ90년 배출량×감축목표×의무이행 기간(5년)으로 각국의 배출 한도량을 

계산함

배터리

내부에 일정량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외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변속장치

날개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회전수로 변속하여 발전기를 회전시키

는 장치

복합 발전

집이나 공장에서 전기와 열을 많이 사용함. 이때 필요한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것

을 복합발전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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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

석탄에 열을 가했을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 주로 제철공장의 공정 등에서 많이 생

성됨

분산형 전원(Dispersed Generation System)

원자력이나 대용량 화력 등과 같은 집중적이고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의 전력저장시스템

이나 발전시스템을 일컫는 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의 신 ․ 재생에너지 전

원, 소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 등을 이용한 전력 저장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음. 

기존의 전력회사의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서 소비지 근방에 분산배치가 

가능함

브라운가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2:1의 부피비로 생성되는데 이 혼합가스를 브라운가

스라고 하며, 주로 용접, 특수가열 등의 용도로 사용됨

블레이드(Blade)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풍력 발전기의 날개 부분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결정질이 아닌 상태, 즉 원자의 배열에 규칙성이 없는 상태의 실리콘 재료로 만든 태양

전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구조가 바뀌면 실리콘이 빛 흡수를 잘 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얇은 막으로 만들어도 태양빛을 다 흡수할 수 있음. 이렇게 태양전지를 얇

은 막으로 만들면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정질 재료의 내부에는 

원자 결합이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에너지변환효율이 일반적으로 낮고 또 

시간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는 초기열화현상이 나타나게 됨

빛의 반사를 이용한 감지법

물질에 빛을 쬐일 때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빛의 반사량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불순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산가수분해

셀룰로오스 성분이 분해될 때 산이 관여한 물리화학적 분해반응으로서 효소가수분해에 

비해서 분해속도가 빠른 특성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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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고도 함. 유해성의 유무에 따

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 폐기물의 90% 이상은 일반폐기물이지만 유해폐기

물은 그 유해로 인하여 취급과 처리 ․ 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

상호 전력 계통(전력 계통)

전기를 몇 개의 전원으로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태양광으로 발

전될 때에는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된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회사의 

전력선(계통선)으로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할 때에는 전력회사의 전력선(계통

선)으로 부터 전기를 공급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체제를 말함

생활폐기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

물 이외의 물질

석유환산톤(toe/ton of oil equivalent)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

위를 말함

석탄액화기술

고체상태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연료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고온 

(430-460℃) 및 고압 (약 100-280기압)의 반응조건 하에서 수소를 첨가시켜서 생성

물의 수소/탄소-비를 1.5 - 2.0 정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송 및 보

관이 용이한 청정 인조원유를 제조하는 기술. 석탄을 직접 녹여 액화시키는 직접액화기

술과 가스화한 후 액화시키는 간접액화기술로 분류됨

성형탄

바이오매스를 집적화하여 압착시켜 만든 고체 연료

셀

태양전지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로써 제조방법에 따라 그 크기가 각각 다름

소수력발전 

설비용량 10,000kW 이하의 수력발전. 여타 신 ․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

고 경제성이 우수한 에너지원이며, 소수력발전 시스템은 수차,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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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슬러지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메탄발효 후에 남는 찌꺼기를 말함

수력발전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

수소(Hydrogen)

원소기호로 H로서 가장 가볍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임. 일반적으로 분자상태로 

존재하며, 물이나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 1차 에너지의 변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에너지

담체 또는 에너지매체라고도 함

수소경제

현재 석유중심의 화석경제체제가 무공해, 무한 에너지원인 수소중심경제체제로 전환된 

사회(Jeremy Rifkin, The Hydrogen Economy, 2002)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미래의 핵심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 주도로 '03.12월 

창립된 국제 파트너십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5개국 및 EU가 참여

수소스테이션

수소 ․ 연료전지 차량에 연료인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수소를 제조 ․ 주입하는 수소충전

소. 차량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소형의 수소 제조 ․ 저장 ․ 분배 장치로 구성

수소에너지

수소를 연소시켜서 얻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원료에 자원적인 제약이 없고, 태워도 생

성물은 물뿐이므로 깨끗하며 자연의 순환을 교란시키지 않고, 파이프 수송이 가능하므

로 경제적이고 효율적 수송이 가능하며, 에너지 저장의 수단이 된다는 특색이 있음. 열

원으로서의 이용 이외에 자동차연료, 항공기연료 등으로 이용분야가 넓음

수소저장합금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를 수소 화합물의 형태로 대량으로 흡수하는 합금. 온도나 압력을 바

꾸면 수소의 흡수와 방출을 가역적으로 되풀이할 수 있음. 수소의 저장과 수송용으로 이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가 방출할 때의 가스압과 반응할 때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수입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

며, 평균수입성향이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에 점하는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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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표시되지만, 기준시 가격에 의한 경우는 실질의존도, 시가가격에 의한 경우는 

명목수입의존도라고 각각 불리우고 있음

수직축 풍차

날개의 회전축이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풍차

수평축 풍차

날개의 회전축이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풍차

스택(Stack)

원하는 전기출력을 얻기 위해 단위전지(unit cell)를 수십장, 수백장 직렬로 쌓아 올린 

본체

스터링엔진(Sterling Engine)

연료를 실린더 밖에서 연소시키는 ʻ외연기관ʼ의 일종으로 미리 실린더내에 주입된 동작 가

스가 재생기라 불리는 축열체와의 사이에서 열을 주고 받으며 가열, 냉각을 반복하고 동

작가스의 팽창, 축소에 의해 동력을 발생. 고효율성, 저공해성, 연료다양성의 특징이 있음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신 ․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신 ․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

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

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해

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11개 분야를 말함

*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 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 

*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개 분야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 ․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신 ․ 재생에너지 인증제도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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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일반심사

(공장확인)와 설비심사(성능검사) 기준이상의 능력여부를 심사

신 ․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 ․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시공능력을 가지고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 시

공하는 기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2조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자

실리콘(규소, 원소기호 : Si)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물질로써 결정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짐. 일반적

으로 지구상에 많은 양이 존재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부품은 대부분이 실리콘 

기판위에 제작되어짐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를 통하여 글루코오스를 만

드는 것이 필요로 함. 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는 산가수분해와 효소가수분해가 있으며, 

이를 위한 미생물 균주 선별 및 배양을 통하여 유기알코올(에탄올)을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양국간 기술협력

국내 신 ․ 재생에너지 기술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양국간 기술교

류와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 우리나라는 중국, 몽골 등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 뿐 아니라 독일(deutsche-energie-agentur), 미국(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일본(New Energy and 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등의 선진국과의 공동협력을 추진중

양수발전

고지대에 저수지를 만들고 전력의 비수요기인 밤에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여기에 물을 

모터펌프로 퍼올려 놓았다가 수요기에 저수지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양수발전은 무주 등 네곳에 있음.

에너지원단위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

에너지원단위(toe/천$) =
에너지소비량(toe)

총부가가치(GDP,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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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탄성치

에너지의 수요규모와 경제성장률은 일국의 경제규모, 산업구조, 국민생활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에너지탄성치는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비임. 따라서 일반

적으로 에너지사용의 효율이 높을수록 이 수치는 작게 됨.

연료전지

연료(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수소)와 산화제(주로 공기 중으로 부터의 산소)를 화학적으

로 반응시켜 이 에너지를 전기로 하여 직접 얻어내는 직류발전장치. 연료의 에너지를 열

이 아닌 전기에너지로 이용하는 것

연료전지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연료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자동차

연소재

석탄 및 가연성물질이 연소된 후 남는 재를 말함

열병합발전(Cogeneration/Co-Gen)

발전을 통하여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고압 스팀 및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함

오니

산업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및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찌꺼기 물질로서 슬러지라

고도 불림

온실가스(GreenHouse Gas)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제3차 당사국총회

('97.12)에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

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지정하였음

우드칩(wood chip)

산림을 솎아내어 베어낸 간벌재를 잘라 3~4㎝크기로 나눈 조각들

웨이퍼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소(Si)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결정시킨후 

얇게 잘라낸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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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제도(Feed-In Tariff; FIT)

전력판매사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신 ․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 구매하고, 이를 전

기요금에 흡수하는 제도

의무이행기간(Commitment Period)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5년 단위로 의무이행기간

을 설정하였으며, ʼ08 ~ ʼ12년을 1차 의무이행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기 공약기간은 

현재 협상진행중임. Commitment Period/Compliance Period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1차 의무이행 기간 2차 의무이행 기간 3차 의무이행 기간

2008 ~ 2012 2013 ~ 2017 2018 ~ 2022

1차에너지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지열, 

태양열 등을 말함. 이에 반해 1차에너지를 전환 ․ 가공해 얻을 수 있는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등을 2차에너지라 부름

익힘공정

음식쓰레기를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할 때 이의 장기 보관시 미생물들에 의한 분해 즉, 

부패가 진행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5℃로 가열하여 살균하는 공정을 말함

인버터

태양전지로 부터 공급되는 전기는 직류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어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인버터는 이러한 기능을 하

는 기계를 인버터라고 함

인산형 연료전지(Phosphoric Acid Fuel Cell)

인산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의 하나로 현재 상업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

였으며 병원, 호텔 등의 분산형 전원으로 개발되어 있음

자연 감축량(Hot-Air)

Hot-Air는 의무이행 당사국내에서의 자연 감축량을 의미함.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 

중에서 러시아나 시장경제 전환국가, 그리고 동독 같은 국가들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의무이행 기준년도인 ʼ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자연 감축된 것으로 알려

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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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순환

자연 대류를 작동원리로 하는 전형적인 자연형 시스템으로 자연 대류형 온수 급탕기가 

있으며, 평판형 집열기와 그 위에 설치된 축열 탱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관으로 구

성되며, 태양열에 의한 집열기에서의 온도 상승으로 더워진 물은 비중차에 의해 집열기 

위의 축열탱크로 상승관을 통해 올라가고, 이 온수는 탱크 하부로 내려감. 탱크하부로 내

려오면서 수온이 낮아진 물은 다시 집열기 하부로 들어가 가열되기 시작하는 자연순환을 

반복. 순환은 일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하여 일사량이 없으면 정지하며, 이와 같이 외

부의 동력 및 제어 장치가 없더라도 순환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임

재생

재이용과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로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전기 에너지

전자의 흐름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 형태

전기화학반응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합쳐지거나 하나의 물질이 쪼개어져 처음과는 성질이 다른 물

질로 되는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전자나 이온이 참여하여 전기현상과 관련된 화

학반응을 특별히 전기화학 반응이라 부름

전력 변환 효율

전력변환효율은 태양전지로 입사한 태양 에너지가 전지내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켰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력변환효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태양에너지로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함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에 생산전력을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한 계약

전력조절장치

태양전지에 의해 모여진 전기는 매일 일정한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태양빛이 약

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혹은 구름이 낀 날에는 전기가 덜 만들어지고 태양빛이 강할 때

에는 전기가 많이 발생됨. 전력조절 장치란 이와 같이 일정치 않게 만들어지는 전기를 

모아서 일정한 양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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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Electrolyte)

물등의 극성용매에서 이온화되어 전기전도를 하는 물질.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으로 무질서하게 해리(解離)되며 이와 같은 용액 속에 전극을 넣고 전압을 가하면, 양이

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끌려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는 용액을 통해서 전류

가 생김. 이온으로 해리하는 전리도가 높은 것일수록 전기전도성이 좋은데 이것을 강한

전해질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것을 약한 전해질이라고 함

제1차 석유위기

ʼ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아랍제국은 ｢석유를 무기｣로 하는 전략을 취해 

원유의 생산을 삭감함. 이 때문에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 사태를 제1차 석

유위기라 함

제2차 석유위기

ʼ78년말부터 ʼ79년에 걸친 이란혁명의 진전에 따라 석유수급이 어렵게 되어 가격인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ʼ80년 초에는 석유의 공시가격이 전년의 2배 이상이 됨. 이를 제2차 석

유위기라 함

조류발전

자연적인 조류(조수의 흐름)를 이용해 발전하는 기술.

중온성 미생물

30℃-40℃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생물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을 말함

조력발전

조석을 동력원으로 하여 해수면의 상승하강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중질잔사유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및 아스

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피치 등을 말함

지열에너지

지열은 지하의 물체가 갖는 열을 말함. 지열은 지구가 생성될 때 있던 열로 아직 방열되

지 않은 상태이거나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원소의 붕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라

고 생각할 수가 있음. 일본과 같이 화산이 많은 고온지열지대는 지하에 용융암석의 활동

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물을 주입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이것으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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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열발전소라고 함. 보통 화산이 없는 지대에서는 

약 3000미터 지하로 들어가면 약 섭씨 100도가 됨.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온도가 높

을 수도 있음. 파리 같은 곳에서는 약 1500미터 정도에서 약 70도 전후의 열을 퍼 올려 

지역난방에 사용함

직류

흐름의 방향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류. 직류발전기나 전지에서 얻는데, 교류를 정

류기로 정류하여 직류로 만들 수도 있음

집열기

집열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집열판

태양열 난방 및 급탕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태양열 기기로 집열기로 입사된 태양

에너지는 흑색으로 도장된 흡수판에 열에너지로 대부분 흡수되며, 흡수된 열에너지는 

순환되는 열전달 매체에 전달되고 일부는 주위로 손실되게 됨. 열전달 매체에 옮겨진 열

에너지는 가용 집열량으로 저장되거나 열 부하에 직접 공급되고, 평판형 집열기의 필수

적인 구성품은 투명 덮개, 흡열판, 열전달 매체 도관, 단열재 및 집열기틀로 이루어지며, 

투명 덮개는 태양 에너지가 입사될 수 있으면서 집열기 윗면의 단열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이고, 흡열판은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무광 흑색 도장을 함. 열전달 매체 도관은 흡열판에 밀착되어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은 열

전달 매체가 순환될 수 있는 파이프나 덕트로 되어 있고, 집열기 내의 단열재는 아랫면

과 가장자리 면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부착되며, 집열기틀은 집열기 자체의 내구성

과 내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채광

거울, 볼록렌즈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한곳으로 모아, 건물내부, 지하실 등 평소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햇빛이 직접 도달하지 않는 임의의 장소 등에 낮 시간 동안 햇빛을 공급

하는 것

초기 열화 현상

어떤 물질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난 후, 초기 상태에 비해 에너지의 효율이 현저하게 떨

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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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

는 물질을 말함

축열기술

열을 발생하는 열원과 그 열을 이용하는 열기기 사이에는 대체로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거리가 있게됨. 공간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나 

배관이 필요하며, 시간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축열이 필요함. 축열은 열을 저장한

다는 의미로 열을 저장하여 태양열이 약할 때 저장한 열을 사용하는 것임

축전지

만들어진 전기를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는 전기 저장장치를 축전지라

고 함

침출수

매립된 폐기물이 부패되어 수분함유 용량의 감소로 빠져나오는 수분을 말함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6각형 고리 모양의 탄소들로 이뤄진 나노단위의 튜브. 육각형 고리로 연결된 탄소들이 

긴 대롱모양을 이루는 1nm(10억분의 1m)크기의 미세한 분자로서 흑연을 미세하게 종

이처럼 자르면 마르면서 생기는 미래형 소재. 탄력성과 강도, 유연성을 이용하여 디스플

레이, 연료전지, 메모리소자, 전자소자 등에 응용 가능. 일본의 이지마 박사가 1991년

에 우연히 가늘고 긴 대롱 모양의 탄소구조가 형성된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여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nature에 보고한 것이 탄소나노튜브의 시작

탈황

석유 유분중의 황화합물을 제거하는 것. 알칼리세정, 용제탈황 등도 있으나, 현재는 수

소화탈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에서 복사되는 빛에너지로,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로 태양광은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이나 작물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음

태양광발전

태양광을 흡수하여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광전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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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

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로 구성

태양로

태양로란 태양열을 모아 화로를 만드는 것으로 빛을 모으는 부 분은 높이 40m, 폭 54m

의 건물에 45cm X 45cm 크기의 평면경 9500개를 붙여 만든 초점 거리 17,7m의 포물

면경임. 태양빛을 한 점에 모으기 위하여 항상 이 포물면경의 축에 평행하게 햇빛을 보

내야 하는데 이것은 포물면경의 정면에 높이 6m X 7 m의 평면경 63개를 8계단으로 층

층이 세워 태양의 위치에 따라 평면경의 각도를 컴퓨터로 자동 조절함으로 이루어지게 

됨. 반사 평면경 하나하나는 50 X 50cm의 작은 거울로 조립되어 있으며, 포물 면경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17.7m의 초점에 맞추어 세워진 27m 건물 꼭대기에 직경 60cm 정

도의 원형으로 모아지게되며 최고 3000℃까지의 온도를 얻을 수 있음. 태양로는 고온 

물리화학의 연구, 융점의 측정, 단일 결정의 생성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음

태양열 발전

태양열로 증기 원동기를 작동시킨 힘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입사되는 햇빛을 수없이 많은 거울 등의 반사체로 한 점에 집광시켜 고온을 얻고, 

이 높은 열로써 태양로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는 것을 말함

태양열 시스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데워 온수 ․ 급탕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열부와 축열부로 구성

되며 집열기의 형태에 따라 평판형, 진공관형, 접시형 등으로 구분

태양열 온수급탕(Solar water heating)

물을 가열 또는 예열하기 위해 태양열을 집열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가정용으

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이를 가정용 온수급탕시스템(DHWS)이라고도 함

태양열발전소(Solar Thermal Power Station)

태양열을 열 매체에 전달하여 수집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도록 설계된 발전시설

태양열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 저장 및 열변환 등을 통해 얻어지는 무공해, 

무한정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이용시스템은 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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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집열기(Solar collector)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전달매체에 전달될 수 있

도록 고안된 장치

태양전지

광전효과를 응용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소자

* 광전효과(光電效果; photoelectric effect)：일반적으로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자유로이 움직

일 수 있는 전자, 즉 광전자(光電子)를 방출하는 현상

파력발전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터빈 같은 원동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기술

파워파크

태양광, 풍력, 지열,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거나 물을 분

해하여 생산된 수소를 활용,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전원 공급체계를 갖

춘 실증단지. 유사시설로 미국 하와이 수소공원, 노르웨이 Grimstad 에너지공원 등이 

있음

폐 알카리

수소이온지수(pH)가 12.5 이상인 알카리용액을 말함

폐기물 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사업장,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고형화 처리

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 고

형화, 연소 등의 가공처리를 통해 고체연료, 액체연료, 가스연료, 폐열 등으로 생산하여 

생산 활동에 재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폐산

수소이온지수(pH)가 2이하인 산성용액을 말함

폐유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으로서 주로 폐윤활유, 광물유, 용제, 타르, 핏치 등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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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 직접 전력

을 공급하는 기술로서, 시스템은 풍차, 동력전달장치, 발전기,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로 구성되어 있음

풍력에너지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풍황

풍력자원 현황의 줄임말로, 풍황을 나타낼 때에는 연평균풍속, 풍력에너지 밀도, 주풍

향, 풍속분포 등을 표시함.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적절한 지역 선택과, 특정 장소에 

적합한 발전기 용량 선정 시 중요한 자료로 쓰임

프란시스수차

수력발전소용 수차의 하나로서, 미국 수력기술자 J.B.프란시스가 고안한 수력발전소용

의 반동형 수차. 물이 소용돌이형의 도관을 지나 안내날개로 들어간 다음 임펠러로 가

서, 날개에 반동작용을 주어 임펠러를 돌리고, 임펠러를 나온 물은 중심부에 모여 흡출

관을 거쳐 방수로로 나옴. 안내날개는 임펠러의 바깥쪽에 있지만, 그 날개의 축을 중심

으로 한 조속기구(調速機構)에 의해 일정한 각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중간낙차

(25~300m)이고 수량(水量)이 많을 경우에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절약되고, 적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공해물질 배출이 적음

해양에너지

조석, 조류, 파랑, 해수 수온 밀도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양에 부존하는 에너지원. 

핵심기술개발센터

핵심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해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를 

구축한 연구센터(Test Bed Center)

혐기성소화공정

산소가 없는 상태 하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주로 메탄가스를 생성

시키는 공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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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분해

혐기성 분해와 반대되는 분해로서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

는 것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 등과 같이 지구 역사상 아주 오래전에 생물체들이 땅속에 묻혀서 변화

(화석화)되어 만들어진 연료를 말함. 현재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을 하면 할수

록 매장량은 줄어들고 환경을 오염시킴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단일 원소로 구성된 실리콘과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 재료로 만들

어진 태양전지를 말하며 갈륨비소(GaAs) 태양전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효율이 높고

(30% 정도), 박막화가 가능하며 비교적 고온에서도 특성변화가 적고 방사선에 대한 내

구성이 강하여 우주용 등 특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됨

히트펌프

냉동기의 응축기로부터 방열되는 열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장치를 히트펌프라고 

함. 히트펌프는 증발기측에서 후레온이 증발하면서 저온부로부터 열을 빨아들이고 증발

된 증기가 압축기에 의하여 압축되면서 고온부인 응축기에서 응축함. 이때 발생되는 열

을 이용하며 열을 빨아들이는 저온부로는 자연에너지인 대기가 될 수도 있고 폐열원, 태

양에너지가 될 수도 있음. 저온부를 땅에 묻으면 지열을 이용할 수도 있음

BOP (Balance of Plant)

동력원 주변에 동력시스템 패키지를 구성하는 보조 장치

CERT(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IEA(국제에너지기구) 산하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로서, 화석연료실무위원회(FFWP), 

신 ․ 재생에너지실무위원회(REWP), 최종이용(에너지절약)실무위원회(EUWP), 핵융합

기술조정위원회(FPCC) 등 4개 그룹을 산하에 두고 있음. CERT 내에는 40개의 실행

합의서(I.A. : Implementing Agreement)가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PVPS(Photovoltaic Power Systems), Wind(Wind Energy Systme) 등 12개 프로그

램에 가입 ․ 활동 중

CES(Community Energy System)

Co-gen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열을 지역 내 건물 또는 산업체에 공급. 즉, 소규모 집

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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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기체상태 천연가스를 200㎏/㎠의 고압에서 용기에 저장하여 연료로 사용

CP(Capacity Payment)

일반발전기 용량정산금. 가용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하여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미

리 정해진 수준의 요금(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액)

CPC형 집열기(Compound Parabolic Collector)

PTC형 집열형태를 가진 모듈을 여러개 합쳐놓은 형태의 집열기로 300℃이하의 중온용 

집열 시스템에 사용

DOE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성

EETIC(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formation Centers)

1985년 IEA/EUTIC로 제안되어 1988년 3월에 실증된 에너지절약 기술들의 수집과 분

석 및 보급을 위해 CADDET(Center for the Analysis and Dessemination of 

Demonstrated Energy Technologies) Energy Efficiency와 CADDET Renewable 

Energy와 GREENTIE 등의 프로그램을 1997년에 통합한 정보프로그램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제1차 석유위기 후의 국제에너지정세에 대응해 가기 위해 미국의 제창에 의해 ʼ74년 11

월에 설립된 국제기구. 사무국은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내에 있으며, 현재 가맹

국은 26개국이며 한국은 ʼ02년 3월 가입함. IEA는 사무국, 이사회, 5개의 상설그룹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설립 당초는 OPEC의 원유공급 삭감과 가격인상에 대응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상시의 석유융통과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등에 중점

이 놓여지고 있음

IGFC(Integrated Gasification Fuel Cell)

석탄가스화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에서 사용되는 복합발전(가스터빈+스팀터빈) 

대신 더 고효율인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하는 발전 방식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인간활동의 확대에 수반된 대기환경의 변화가 기후, 식량, 에너지, 수자원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통인식하

에 국제적 대처를 검토하는 정부간 회의. ̓88년 11월 제1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됨. 이 활동은 21세기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지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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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G(Land-Fill Gas)

매립지 가스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로 천연가스(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체)를 냉각해 액체로 

한 것. 주성분은 메탄(CH4)으로 -162℃로 액화하면 체적은 원래의 1/600로 되어, 그 

상태로 전용탱크로 수송되어 반지하 또는 지상의 대형 단열탱크에 저장됨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일반적으로 프로판가스로 불림. 석유생산, 석유정제 또는 석유화학공업의 과정에서 부

생되는 탄화수소를 분리 추출해, 상온 상압에서 가스상태의 프로판, 부탄 등의 혼합기체

를 가압 또는 냉각해 액화한 것. 가정용, 공업용, 내연기관용연료, 도시가스원료로서 사

용되고 있음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

연료전지시스템 중 핵심부품으로 전해질, 전극, 촉매, 분리막 등이 일체화되어 있는 복

합체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미국)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ʼ60년 9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의 5개국의 의해 설립되

었으며, 본부는 빈에 있음. OPEC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은 ʼ59년과 ʼ60년의 2회에 걸친 

원유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하가 메이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데에 있음. 정식적

으로는 산유국간의 석유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수집, 의견교환을 위한 기관임. 현재

의 가맹국은 위 5개국 이외에 카타르, 인도네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알제리

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으로 13개국임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태양광 어레이(Array)로부터 발전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직류를 교류전

력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본 기능 외에 보호협조, 전력품질 기능 등을 갖는 장치로서 구

성 및 용도에 따라 독립형/연계형, 단상/3상, 절연변압기/고주파변압기/무변압기 형태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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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t

나무의 목재를 딱딱한 입자상으로 성형연료화한 것으로 사용법과 연소제어가 간단함

Power Park

태양광과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에너지 단지

PTC형 집열기

집광형태의 기하학적 구조가 평판형을 포물선모양으로 구부려 놓은 형태인 집열기로 

300℃이하의 중온용 집열 시스템에 사용

REEEP(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gramme)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파트너쉽. 2003년 10월, 지속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후

속 조치로 영국에서 조직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22개국이 참여중. 재

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관한 지식의 공유와 우수사례 및 경험 전파를 목적으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과 규정, 재원조달 등을 다루고 있음. 남아

프리카, 동?중부유럽, 북미, 남미, 동아시아 등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공식 참여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중

RPF(Refused Plastic Fuel)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선별 ․파쇄 ․건조 ․성형을 거쳐 일정량 이하의 수분을 함유한 고체상태의 연료로 제조한 

것으로서 중량기준으로 폐플라스틱의 함량이 60%이상 함유된 것을 말함.

RT

Ton of Refrigeration으로 단위시간에 냉각하는 냉각열량(kcal/hr)을 나타내며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냉동톤이라고 함. 1RT는 0℃물 1Ton(1,000 kg)을 24시간

동안에 0℃의 얼음으로 만들 때 냉각해야할 열량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비용이 계통 한계가격이 됨

Wind Farm

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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