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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풍력 발전 산업의 산업 구조를 밝히면서 특히 도입 단계에서 원가 경쟁력 강화와
높은 가동률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발전 시스템 구축에서 필요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풍력발전 기술이 처한 상황과 향후
풍력발전 기술 과제 등 일본 기술 전략 연구 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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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에 보고한 국가 연구 개발 법인 신에너지 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 기술 전략 연구 센터 (TSC)의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다. TSC는 Technology Strategy Center (기술 전략 연구 센터) 약어입니다.

제 1 장 풍력 발전 기술이 처한 상황
1. 풍력 발전 세계 시장 동향
(1)세계 시장
세계 풍력 발전 도입 물량은 2017년 말 시점의 누적으로 약 539GW, 연간 도입
량에서 약 52GW에 이르고 있다. 풍력 발전 시장은 1980년대에 유럽(스페인, 독
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선행하고 도입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합류하며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을 이끌어 왔다. 2000년대 이후는 중국의
도입 확대가 두드러진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3개 지역으로는 유럽, 북미, 그리고
중국 등 주로 아시아가 꼽힌다. 2017년의 도입량을 국가별로 중국(약 20GW)가
37%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약 7.0GW)독일(약 6.5GW)영국(약 4.2GW)인도(약
4.1GW)에 이어 있다. 육상 대형 풍차는 IEC규격 IEC61400-1(2005)에 의한
설계에 이용한 기준 풍속(3을 바탕으로 I~ III의 풍차 반으로 나뉘고, 연평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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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기준 풍속의 0.2배로 환산된다. 또 이들 표준적인 반에 안 드는 것을 클래
스 S로 되어 있다. (표 1).

표 1 IEC 규격에 의한 풍차 클래스와 풍속
풍차 클래스

I

(m/s)
기준 풍속
연평균 풍속
출처: NEDO:

50
10

Ⅱ
42,5
8,5

Ⅲ
37,5
7,5

S
설계자가 규정하는 수치
설계자가 규정하는 수치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기술 전

략 연구 센터 작성(2018)

주요 4지역에서 IEC반 별 풍차의 도입 비율을 분석 해 본다면. 어느 지역 풍차도
기준풍속, 즉 설계 시 연평균 풍속이 낮은 것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
상 풍력 발전 도입량 추이에서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은, 유럽이 선행되어,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2017년 시점에서 누
적 도입량은 약 19GW이며, 풍력 발전 전체(2017년 시점에서 약 539GW)의 약
3%정도로 작지만, 최근의 신장 율은 육상 풍력 발전과 비교하면 크다. 해상 풍력
발전 도입량이 많은 상위 5개국은 영국(38%), 독일(29%), 중국(15%), 덴마크
(7%), 네덜란드(6%)에서 유럽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영국 도입량이 크다.
또한 2017년 시점에서 상용화하는 해상 풍력 발전은 착상 식 뿐이며, 부유 식에
대해서는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국내 시장
일본 풍력 발전의 도입은 2003년부터 시작된 RPS제도(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2012년부터 도입된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Feed-in Tariff)등을
통해서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과 비교하면 그 도입량은 적
었고 일본 풍력 발전 도입 물량은 2017년 말 시점에서 누적 약 3.5GW, 연간 도
입량은 약 0.2GW에 그쳤다. 구미에 비하여 일본의 도입량이 적은 주된 이유와
요인으로서 ①년 평균 풍속이 유럽 등에 비해서 낮아 풍황이 좋은 곳이 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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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② 현지 조정, 농림지 개발 등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대응, 계통 제약에 대
한 대응 등의 과제, ③풍력 발전이 입지 가능한 평지가 적은 것 등에 수반되는 고
액 건설비용, ④ FIT제도 시작과 함께 풍력 발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된
것 등의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12년 FIT도입 후에는 많은 안건이 사업
화 향하여 움직이고 있지만, 전술한 개발에 따른 과제 등에 의해 이러한 개발 사
이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2020년도 전후에서 갱신 시기를 맞
이하는 풍력 발전소가 증가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해상 풍력 발전의 도
입량은 약 50MW이며, 일본 풍력 발전의 전체 누적 도입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다. 다만 이 중 상업 베이스로 운용되고 있는 플랜트의 대부분은 연안
부의 플랜트이며 연안부에서 떨어져 앞바다에 설치된 착상식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은 함께 실증 연구 사업으로서 설치된 것이다. 2015년, FIT에 해상 풍력 발
전이 가해짐으로써 복수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플레이어 동향
풍력 발전 산업의 밸류 체인은, 부 소재, 풍차 본체·조립, 발전소 건설, 운전 개
시 후의 O&M: Operation & Maintenance)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부 소재 메이
커, 풍차 메이커, 시공업자, 전력 사업자, O&M서비스 프로바이더 등 이 주된 플
레이어가 되고 있다. 또, 풍력 발전기는 약 1~2만점의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며
국내에서도 많은 관련 기업이 풍력 발전기 개발에 참여하고 산업의 영역은 넓다.
(1) 부 소재 메이커
국내에는 풍력 발전에 관련하는 부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베어링과 탄소 섬유 등에서는 높은 세계 점유율을 획득(10~ 20%안
팎)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있다, 풍차 분야 이외 다른 분야에서 쌓은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5
※5 베어링 제조업체 NTN, 일본 정공, 지에이 텍토는 자동차용 등 베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또, 컨버터 등 전기 설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등이, 탄소 섬유에서는 토
레이, 미츠비시 레이온 등이 세계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출처:"World Wide육상, 해상 풍력 발전 시장 현황과 장래 전망 2017"(후지 경제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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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풍차 업체
2016년 세계 시장에서 풍차 메이커의 쉐어를 분석해 본다면 풍력 발전의 상업화
를 견인한 유럽세, 미국의 글로벌 메이커가 높은 쉐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년
중국 시장 확대에 수반해 중국 메이커 점유율의 성장이 크다. 그 가운데 일본 점
유율은 1%에 불과하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 해외기와 국산기 비율을 분석한다면
2017년도까지 누적 도입량에서 약 30%가 국산기이다. 이러한 국내 주요 메이커
는, 히타치 제작소, 미츠비시 중공, 일본제강소, 코마이하루텍 등이다.
(3) O&M 서비스 프로바이더
O&M은 풍력 발전소 상시 운전감시 및 각종 보수, 유지보수를 가리키며, 발전소
의 상시 감시로부터 정기점검(목시 점검, 볼트 등의 확인, 오일 윤활제 보급 등
정기점검)과 보수(비정기적으로 발생한 고장·장애 등의 원인조사와 복구업무)
등을 실시한다.O&M은 주로 ① 발전 사업자 스스로 실시할 경우 ② 풍차 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및 ③ 독립 O&M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고
또 이들을 조합해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 풍력 발전기는 초기 불량 대응
을 위해서 설치 후 2년 정도 업체의 보증 기간이 붙는 것이 많다. 보증 기간 후
에는 발전 사업자가 O&M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독립계 O&M 서비스 프로바이더
에 외주하거나 혹은 메이커의 O&M 서비스를 받는(O&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지 않는 메이커도 있다) 것이 된다. 근년에 들어 와, 풍차 메이커의 O&M 서비스
확장을 도모되고 있어 풍차 메이커가 자신이 O&M를 실시(가동율 / 발전량 보증
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함으로써, 고객의 빅 데이터를 축적해, 그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개발(풍차 트러블 사전예측, 고장사고 대책, 풍
차의 고도 제어 등)에 살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또, 보증한 가동률
을 웃돌 경우, 가동률 보증을 넘는 업사이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커가 인
센티브로서 얻는 계약도 있다. 독립계 O&M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구미에서
대규모 사업 전개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복수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수개의 회사에 머무르고 있어 또 그 관리 풍차수도 비교적 소규모이다. 구미 시장
과 일본 시장을 비교하면 가동률이 낮음이나 서비스의 다양성 등 O&M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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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에는 큰 차이가 있다.

3. 발전 비용 동향
풍차 기술의 대폭적인 진전(로터 지름은 30년간 약 6배에 대형화)및 시장 확대
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양산 효과, 공급망의 최적화·효율화 등)으로 발전 코스
트는 세계적으로 크게 저감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경까지는 한때 풍차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발전 비용 절감은 둔화※8 했지만 2010년경부터는 경쟁의
격화, 다른 대형화, 풍력 신흥국에서 비용 저감 등으로 발전 비용(세계 평균)은
다시 감소 경향에 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비용 저감은 도모되어 오고 있지만
2016년 시점의 발전 비용으로 비교하면, 일본 풍력 발전(육상)의 발전 원가는 세
계 평균의 약 1.6배 수준이다. 발전비용은 주로 자본비, 운전유지비 및 풍차의 연
간 발전전력량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와 해외 자본비, 운전 유지비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연간 발전 전력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설비 이용률 차이를 향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8 기술 성숙에 의한 기술진전의 둔화 외, 세계적인 도입량의 급확대에 수반하는 일시적인 공
급 부족에 의한 시장경쟁의 정체(매수 시장화), 강재 가격 상승 및 설치 장소가 보다 불리한 장
소로 이행해 간 것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외와 비교하여 자본비 주요 구성 요소인 풍차 가격은 약 1.4배, 공사비·전기
장비비 등은 약 1.6 배이다. 운전 유지비의 수선비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고장 사
고 등으로 돌발 지출이 포함되지만 국내 운전 유지비는 대규모 수선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배 가까운 수준에 있다. 또, 일본의 설비 이용률은, 해외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 이들 차이에 의한 국내 발전 단가가 높아지는 주요 요인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조달 가격 등 산정 위원회에서는 20kW이상 육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설비 이용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설치된 풍차 설비 이용
률의 중앙값(3개 조사 기간을 평균한 값)을 25.6%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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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국내 발전 비용이 높은 요인
발전 비용

개 요
<풍차>
● 일본 도입량 적어 국내 풍차업체 양산효과 발휘 못함.
● 해외 메이커로부터 조달에 있어서 FIT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가격
교환 섭력(바게닝파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전기설비비>

자본비

● 평균적인 윈드팜(Wind Farm)의 규모가 작고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인근지
에서 집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 산악설치가 많은 데 따른 토지조성. 건설비용 증대, 벽지 설치에 의한 액세
스 도로 공사비 증대, 계통 접속 비용의 증대,
● 국내 공사비 외국보다 대체로 비싸
● 풍력발전설비 운용관리와 보수관리 산업기반 갖추어지지 않았다.

운전유지비

설비이용율

● 유지보수 인력 부족
● 국내 부품 공급 및 스톡 체제 미정비
● 보험 제도를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부족
● 풍황 차이와 함께 일본 가동률 낮아

출처:"풍력 발전 경쟁력 강화 연구회 보고서"(경제 산업성, 2016)을 바탕으로 NEDO기술 전략 연
구 센터 작성(2018)

4. 특허 · 논문 · 표준화 동향
(1)특허
①전체 경향
세계 전체의 출원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5년까지는 잔잔한 증가로 유지했으나
2006년에

현저한

증가로

돌아선

뒤

2011년까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2012~2013년은 그것까지 급격한 증가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2000년 이
후 풍력 발전에 관한 누적 출원 수를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일본은 중국 미국, 한
국 독일에 이어 5위이다. 출원인 국적별 출원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5
년까지는 일본이 세계 톱이 되고 있지만 2006년 이후는 타국의 출원 건수 증가
에 따른 순위를 떨어뜨리는 경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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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 요소별 경향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별 출원 건수를 살펴본다면. 어느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1년 전후를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출원 건수가 많
은 구성 요소로는 베어링, 발전기, 브레이드를 들 수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 분류
한 출원 건수를 분석해 본다면 중국 국적은 대부분의 구성요소에서 최다수를 출
원하고 있어, 특히 발전기, 베어링에서는 특이하게 많다. 다만, 컨버터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브레이드, 베어링(특히 증속기용)에서는 중국
국적에 이어 일본 국적이 많다.
(2)논문
①전체 경향
2000년 이후 풍력 발전에 관한 단 년도 논문 건수를 분석해 본다면 논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2016년에는 약 3,500건을 기록했다. 국가별 논문 건수는 미국,
중국, 영국 순으로 많으며 일본은 약 600건으로 12번째다.
② 구성 요소별 과제별 경향
논문 건수를 구성 요소별로 분류한 것을 분석해 본다면 과제별로 분류한 것을 살
펴 보아여 한다. 어느 요소 기술에서도 미국, 중국의 논문 건수가 많았지만 일본
은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로 10위 이내로 하고 있다. 또, 과제별로는, 신뢰성, 저
비용, 발전 효율, 예측을 많이 들 수 있어 각국이 이러한 과제에 주력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표준화
풍력 발전 기술 표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IEC(국제 전기 표준 회의)으로 진
행됐으며 육상 풍력 발전 시스템과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은 대체로 IEC 61400
시리즈에 규정되어 있다. 의론은 Technical Committee 88(TC88)속으로 진행됐
으며 2017년 11월 시점에서는 P멤버※12로 29개국, O멤버 ※13으로 10개국이
참가했으며 일본은 P멤버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14

현재 IEC/TC88의 국내

심의 단체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전기공업회(JEMA)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규격
안 심의에 참가하거나 국내규격(JIS) 원안 작성 등을 하고 있다. 풍력 발전 시스
템의 표준화는 풍차 본체 설계 기준, 부품 설계 기준 성능 평가 기준 등 규격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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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되고 있으며 2018년 3월 시점에서 20건 정도가 국제 규격(IS)화되고 3건의
기술 사양서(TS)가 발행되고 있다※15 일본에서는 국토의 약 7할이 산악 지대
인 계절풍이나 태풍, 번개 등 국내 설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설계 기준이 필요
하다는 생각 아래 일본은 이에 맞춘 IEC에 대한 제안이나 JIS의 책정을 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풍차설계에 관련되는 태풍, 난류, 지진, 천둥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표준화, 풍속추정방법의 표준화, 나세르풍속계를 이용한 성능평가법의
JIS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 전술한 표 1의 풍차 반에다 연평균 풍속은 클래스
I~ III와 같지만 기준 풍속은 태풍 등의 강풍에 대응하는 반(기준 풍속 57m/s)
의 설정 등 일본 제의로 검토되고 있다(2018년 3월 7일 시점).
※12 논의를 진행주요 회원국
※13 옵서버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
※14 http://www.econ.kyoto-u.ac.jp/renewable_energy/wp-content/
uploads/2017/12/20171121-doc.pdf
※15 JEMA 홈페이지 https://www.jema-net.or.jp/Japanese/res/wind/kikaku.html#kikaku_list

5.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 정책 동향
(1)유럽
유럽에서는 FP7(※16)의 후계이다 Horizon2020, NER300등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연구 주제는 신풍차, 재료·부품, 계
통

접속,

공간

계획,

사회

수용성,

풍차수명,

유지보수,

CMS(Condition

Monitering System), 해상 풍력 기술, 그 외(공중 풍차, 교육 훈련, 소형 풍차)
등 다양하다.
(2)영국
영국에서는, 풍력 발전 누적 도입량 약 18GW(2017년 말 시점)중 해상 풍력 발
전이 약 7GW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 풍력 발전의 개발 추진에 주력하고 있
다.Innovate UK를 비롯한 각종 정부 간의 각종 RD&D 예산과 더불어 Offshore
Wind Accelerator 등 관민 공동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전략적인 RD&D를 진행시키기 위한 구조로서 카타파르트 프로그램이라고 하
는 거점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상 재생 가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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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카탈트가 영국 글래스고에 설치되어 있다. 동 카타파르트에서는 대량이며 저
렴한 서양풍력, 파력, 조력이용 발전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응용연구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 외에 시험사이트에서의 시험(설비를 소
유),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 프로그램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 연구 개발·이노베이션에 관한 다년 프로그램에서 현재까지 약 30년의 역사가 있다. 시작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3년을 커버하는 제1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이다.

(3)미국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2015년에 발표된 "Wind Vision"에서는 2050년까지
풍력 발전의 전망이 적고, 전력 수급에 대한 풍력 발전 비중의 벤치마크로서,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35%를 내걸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 풍력 발전, 풍력 발전소의 설계·배치·운전의 최적화, 육상
및 양상의 풍력 잠재력을 정밀하게 측정·예측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4)중국
2012년 3월 중국의 과학 기술 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풍력 발전 기술에 관한 "풍력 발전 과학
기술 발전 십이 다섯 특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종래부터 중시되고
있는 개발 과제인 풍력 발전의 고효율화, 대형화, 블레이드 설계 기술 등과 함께
양에서 질로의 전환 방침을 반영해, 신뢰성·안전성의 개선, 혹은 모니터링 기술,
센싱 기술을 이용한 유지관리 기술의 개발, 설비의 장수명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또, 해상 풍력 발전 기술의 강화도 중시되어 거기에 수반되는 방식 기술, 염해 대
책 기술, 환경 영향등도 연구 과제로서 리스트업 되고 있다.
(5)일본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NEDO가 풍력 발전 기술의 개발을 선도해 왔다.
NEDO가 가고 있는 육상 풍력 발전 분야,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 관한 대응을 제
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육상, 해상 공통 체계는 정비 기술을 고도화함으로
써 고장률의 절감을 도모하고, 설비 이용률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이나,
선진적인 차세대 풍차에 적용 가능한 발전기나 주요 컴퍼넌트 등 성능 향상에 관
한 개발, 10MW이상의 초대형 풍차의 시스템 등에 관한 과제를 추출하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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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평가 등을 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에 관해서는 착상식 해상 풍력 발전
의 실용화를 가속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상 진출
을 겨냥한 초대형 풍력 발전 시스템 기술 연구 개발(7MW)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에 관해서는 NEDO이외의 실증 사업으로, 환경성에 의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실증 사업이 2010~ 2015년도까지 나가사키 현 고토에서 또 경
제 산업성에 의한 후쿠시마 부흥·부유식 양식상 윈드 팜 실증 연구가 2011년에
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 2 장 풍력 발전 분야의 기술 과제
1. 풍력 발전 기술의 공통 과제
풍력 발전 기술은 현재 주로 3가지 방향성에서 진행되고 있다.
(1)풍차의 대형화
풍력 발전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평균 풍속이 높은 장소에 풍차(로
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풍속이 지표, 해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라도 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또 허브 높이(로터 중심부분 높이)를 올리면 수풍면적을
더 많이 쌓음. 이 때문에, 풍차의 고 고도화 및 로터 면적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허브 높이는 20~ 30m정도(1980년대)에서 100m정도까
지 향상하는 로터 지름도 10m대에서 100m를 넘을 정도의 크기까지 진전했다.
대형화에 따른 브레이드도 긴 날개로 만들어 해외에서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이용한 블레이드의 개발이나, 내 이로전 경질 도장(※17), 성능 향
상·저 소음화를 도모하는 기술의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산악부의 수송제
약을 해결할 수 있는 분할 방식 블레이드 등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타워에 대
해서는 여전히 강관을 사용한 기존 타워가 주류이지만, 허브 높이 연장 등의 관점
에서, 콘크리트제 타워, 콘크리트에 파이프를 물려 하이브리드 타워, 분할 타워
(※18)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풍속의 상승률은 상공에 가면 갈수록 작아
지는 것과 같은 연평균 풍속으로 있으면 풍차의 대형화는 비용상 불리(※19)가
되는 것이나 운반 상의 제약(※20)에서 육상 풍력 발전에서는 대형화 경향은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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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한편 착상식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한 기당 시공비 및 기초 비
용이 육상에 비해서 큰 것과 수송상의 제약이 작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여전히 대
형화의 경향에 있다.
※17 해상 풍력 발전에서는 페인트의 새로이 칠하기가 어렵고 염해에 의한 부식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후성이 높은 불소계 도료나 실리콘 계열 도료가 검토되고 있다.
※18 스페인 기업인 ESTEYCO 등이 개발하고 있다.
※19 대형화로 받침식 면적은 길이의 2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부피는 3제곱에 비례해서 증
대할 보다 튼튼한 구조가 요구되므로 시험식 면적당 재료비가 증대한다.
※20 도로 등의 내 하중의 문제와 타워 지름의 제약(운반 시는 원통형 모양으로 절단한 타워를
운반하기 위한 저변부의 지름이 운반 시에 도로의 높이 제한 받는)등
※21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의 약어. 레이저 광선으로 풍향·풍속을 계측하는 장치

(2)O&M의 고도화
지금까지 풍력 발전소에서도, 풍력 발전기의 원격 감시장(SC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은 도입되어 왔지만, 근년은 단순한 감시뿐만 아
니라, 간단한 점검 업무를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나, 각종 센
서로 취득한 진동 데이터 등을 기본으로 한 고장 진단 기술 등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운전 제어에 있어서는, 라이더(※21)기술을 이용한 풍차의 축 측 풍황을
검지하는 것에 의한 피드포워드 제어, SCADA에서 수집한 과거의 풍황과 운전
정보(빅 데이터)을 AI·IoT기술을 활용해서 해석함으로써 개개의 입지 처가에
응한 최적 제어를 실현하는 기술의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화된 사
례도 있지만 본격적인 도입 확대에는 이르지 않았다.
(3)해상 진출
육상 풍차의 적지 감소 등에 의해 유럽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착상식 양상 풍력 발전과 육상 풍력 발전의 기술적인 차이는, 염해 대책의
실시 유무나 해상 시공 기술 등을 주로 들 수 있지만, 현상 육상 풍차보다 고비용
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코스트 저감을 향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풍황 관측의 저비용화를 향한 부유 부이식 도플러라이더를 이용한 풍황 계측
기술의 개발이나, 신형 기초, 대형의 자항식의 건설 전용선(SEP/Jack u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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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타워 일체 수송 거부에 의한 건설 스피드 업 등 대응이다. 부체식 양상 풍
력 발전의 실용화는 세계적으로도 과제를 남기고 있어 그 극복을 향해서 연구 개
발이나 실증 연구를 하고 있다. 유럽 실해역의 부체식 실증은, 풍차단기로부터 스
타트하고 있어, 현재는 여러 기의 수 10MW규모의 실증이 계획되고 있다. 또 시
험·실험 수준에서의 유체 콘셉트도 존재(※22) 하고 있다.
※22 NAUTILUS(스페인), SATH(스페인), WINDCRETE(스페인), TETRASPAR(미국) 등 있다.

FIT 제도 개시에 따라 많은 안건이 사업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현지 조정,
농림지 개발 등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 대응, 계통 연계 제약에 대한 대응, FIT
제도 개시 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된 것 등 개발에 따른 과제 등이 개발
사이클을 장기화하고, 고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4에 개발에 따른 과제에 관
련하는 제도에 정리하였다. 그런데 전 장까지, 세계에 비해, 일본에서는 발전 코
스트가 높은 것, 연평균 풍속 등 풍황이 뒤떨어지는 것, 시장 규모가 작고 풍력
발전기 산업, O&M산업 모두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
냈다. 즉, 일본 풍력 발전 시장은 FIT 도입에 의한 가격 인센티브 없이는 성립되
지 않는 상황이다. FIT로부터 자립한 풍력 발전 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발전
코스트를 저감하는 것, 산업 기반·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및 입지 제약을 극
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과제로 하여, 과제
해결을 향한 대응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3개의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표 3 풍력 발전 제도 면의 과제
제도
환경영향평가법

과제
●개발기간 장기화 리스크, 그에 따른 비용 증가
●전기 사업법과 이중 잣대

건축 기준법

●지지 구조물의 심사가 엄하다
●특수차(風車), 타워(타워)로 인해 초기비용 비싸질 가능성
●접속 용량 문제

계통연계 제약

●접속에 따른 비용 문제
●접속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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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 법개정에 의해 정기 검사의 의무화된 관리 체제의 확충에 의
전력 보안 규제

해 풍차 사고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인건비

토지 이용 규제

증가 가능성
●농지법, 자연공원법, 삼림법, 녹색 회랑 등에 의한 이용지 규제
●보험 제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다

보험 제도
항만·일반

●보험 사고가 남는 비즈니스화
해역

●권리 관계의 조정이 복잡
이용 조정
출처:NEDO기술 전략 연구 센터 작성(2018)

3. 결론
풍력 발전은 순수 국산 에너지의 1개인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 1개로서 태양광
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도입 확대 가능 량이 크다고 예상된다. 국내에서 풍력 발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에너지 정책 3E+S(※23)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
지만, 풍황 등 일본 특유의 요인이나 풍력 발전 산업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등
배경에 의해, 해외와 비교해 발전 코스트가 높고, 도입 장해가 되고 있다. O&M
의 효율화, 해상풍력의 상용화 등 기술개발은, 발전 코스트 저감, 풍력 발전 도입
의 촉진, 나아가서는, 시장 대규모의 확대, 대규모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기반 강
화에 매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기술개발 뿐 만이 아니라, 제도나 인
프라의 정비를 병행해 실시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23)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시점으로 된 3개 "E"(안정 공급 경제 효율성 향상, 환경 적합)과
1개의 "S"(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