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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기존 주력제조업이 가
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신성
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해상풍력
산업에서 독일과 우리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의 경쟁우위를 비교분석해 보면 한국은 해상풍력자원이 풍부
하고, 조선,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기술력과 인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관 및 지원 산업이 발달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킨 배경이
었던 강한 정책적 지원, 국가간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따른 수요확대
및 기술혁신 등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다.
해상풍력산업 지원정책은 글로벌 시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장수요 발굴 및 글로벌 인증 제도를 고려하여 기술확보와 제
품개발의 단계적 촉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별로 네트워크 전략
을 차별화하여 기술획득, 시장수요발굴 등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 기업 M&A나 지분확보를 통한 기
술습득 등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을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조
직하여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국가브랜드를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
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지자체 및 참여기업 등 각계각층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되며, 국내 역량을 종합하여 메이저급 한국형 개
발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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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에너
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에
너지 개발 및 확보 경쟁이 전세계적
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중 풍력발전은
경제성이 높고 설치기간이 짧아1) 미
국과 EU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최근에는 강력한 풍속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대규모의 지리적 입
지가 필요한 풍력발전의 본질적인 문
제로 인해 해상풍력(Offshore Wind)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EU를

<그림 1>

중심으로 대형단지 설비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유럽풍력에너지
협회(Europe wind energy association, EWEA)는 유럽지역의 해상풍
력 부문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7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20년에는 유럽 전역의 해상풍력단
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40~55GW
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리더로
태양광발전의 선도자(first mover)였
던 독일은 태양광전지 시장에 공급과
잉이 지속되고 후발주자 추격이 심화
되자 해상풍력발전에 집중하여 다시

유럽 풍력발전 전기 생산 전망

자료 : Pure Energy, EWEA, 2009.

1) 설치기간이 평균 6~7개월로 타 발전설비 건설에 비해 짧은 편이며, Credit Suisse, 2009의 시
나리오에 따르면 LOCE(levelized cost of energy, 에너지원을 전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종
에너지 생산원가)도 1MWh당 29~61달러로 전망되어 태양광(119~201달러), 태양열(72~126
달러), 천연가스(40~64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2)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10 ,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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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독일은 기계설비,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
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신재생에너
지 정책을 통하여 주력산업 경쟁력을
활용한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의
성장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풍
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귀중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상풍력의 개
념 및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살펴본
후 독일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산업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
라의 해상풍력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해상풍력발전의 특성 및 시장동향
해상풍력발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
되나, 차이점으로는 대용량의 풍력발
전기가 적용되며, 각 부품과 지지대를

<표 1>

염분으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기술력과 해저전력선 및 전
력망에 대한 기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상풍력은 장애물과 지형의 영향
을 받지 않고, 풍속이 육지보다 20%
이상 증가하여 출력을 40%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육상에서
이송하기 어려운 60m 이상의 대형발
전기 날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도 차단할 수 있다. 대
단위 발전단지 설치가 가능한 것도
풍력발전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동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건설비용이 육상풍력발전보다
비싸며,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의 10배 이상의
첨단기술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국은
관련기술의 개발과 확보를 지원정책
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육상풍력발전 및 해상풍력발전 비교
육상풍력

해상풍력

풍속

4~8m/s

8~13m/s

단지규모

15MW

300MW

발전효율

29%

40%

초기투자비용

850~1,350달러/kw

1,230~1,900달러/kw

자료 : SER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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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에 비
해 작업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시스템
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며, 해상풍력
발전 기술 개발에서는 발전기를 지지
하는 해상기초구조물 가설 능력이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해상기초구조물
은 수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
게 되는데 해양플랜트의 지지구조물
과 유사한 형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의 해상풍력단지는 수심 30m 미만

<표 2>

연안에 해저고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10년간 많은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상
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연안의 해저고정식 해상풍
력단지에서는 침수공간의 경관문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문제, 선박
항로 및 군사시설 문제 등이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해안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수심의 해상에 설
치하는 부유식 해상기초구조물 연구

국가별 해상풍력발전 시장동향
내역

미국

- 2010년 4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연안의 420MW 해상풍력 프로젝트(케이프윈드)를 승인
- NREL 연구조사 결과 미국의 잠재해상풍력은 1000GW 이상
- Great Lakes 지역을 포함,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일본

- 2009년 기준 일본의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MW로 미미한 수준
- 2012년부터 해상풍력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매년 20억 엔 지원 예정
- 작은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제조업체는 2009년 1.5%의 글로벌 시장점
유율을 기록하는 등 수출위주로 성장 중

중국

- 2010년 여름 상하이 연안에 102MW의 둥하이대교 해상풍력발전 단지 가동 시작
- 광둥성 루펭 근해에 200억 위안을 투입하여 8GW 규모의 거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
- 2009년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NEA)은 해안에 위치한 11개 지역 정부에 2020년까지 해상풍
력발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독일

- 2008년 최초로 총 60MW 규모의 해상풍력 시범단지 Alpha-Ventus 가동
- 세계 최초 해상 12마일(~19.3km) 지점에 1억 4,500만 유로를 투자, 해상풍력단지 추진 중
- 2020년까지 총 40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 연간 12GW전력을 생산할 계획

영국

- 2020년까지 전력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영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
- 2010년 4월 1GW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달성
- 2010년 1월 영국 정부는 RWE AG 등이 추진하는 32.2GW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허가

자료 :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10, GWEC, 2010. 10, KOTRA 해외시장정보.

3)‘The European offshore wind industry 2009’
, EWEA, 2010에 따르면, 2009년 유럽에서 설치
된 지지대의 70%는 20~30m 연안에 가능한 모노파일(Monopile)로 설치되었으며, 부유식
(Floating)은 1%이다.

2011년 1월

29

가 진행 중이다. 부유식은 상업화까지
10~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빠른 기술개발이 경쟁력확보
의 관건이다.4)
EU는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20%
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
을 추진 중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80GW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
치해야 한다. 따라서 EU 각국은 해상
풍력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는 해상풍력산업의 매출을 2009년
약 15억 유로에서 201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30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성장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2009년 유럽 해상풍력발전에 사용된
터빈의 70%는 독일 지멘스에서 생산
하였다. 또한 사양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 대신 풍력발전용 날개에서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찾았고, 기계설비 및
부품 기업도 동반성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통
해 약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5) 그 외에 중국과 일
본, 미국 등도 해상풍력발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한·독일 간 해상풍력산업 경쟁우위
비교분석
한 산업의 국가적 경쟁우위를 설명
하는 데에는 주로 포터의 모델이 활
용된다. 포터는 생산요소조건, 수요조
건, 관련 산업조건 및 기업의 경쟁과
전략조건 등 네 가지를 바탕으로 산
업의 국가 경쟁우위를 설명하였다. 하
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산
업에는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다.6)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책조건을 추가
한 다섯 가지 조건으로 독일이 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선점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생산요소조건
독일은 전체 면적(357,021km₂
) 대
비 바다와 접하는 해안선(2,389km)
이 긴 편은 아니지만 3개 주가 맞닿
은 북해와 발틱해는 영국,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유망성장 시장과 인접한
유럽 해상풍력발전의 중심지로 연간
평균 풍속 5~8m/s 이상의 강한 바람
이 부는 기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 해상풍력산
업의 경쟁원천이 되고 있는 요소는

4)「해상풍력발전시스템 Foundation(부유식 등)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 한국해양연구원, 2008.
5) KOTRA 해외시장정보, 2010.
6) Zhao Zhen-Yu & Hu Ji, Competitiveness Analysis for China’
s Wind Power Industry:
Based on a Dynamic Diamond model, IE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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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제조업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력
과 인적자원이다. 즉, 정밀기계, 자동
차와 조선 등의 수송기계, 소재산업을
발전시켜 오며 쌓은 기술력과 인프라
는 단기간에 풍력산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또한 관련 분야 특허와
규격 등을 선점한 것도 글로벌 경쟁
우위 획득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클러스터의 효과도 상당하다. 2009년

<그림 2>

독일 북서부에 집중된 Germanwind
풍력 클러스터 내 업체들은 세계 풍
력발전기 생산량의 60%, 독일 생산량
의 91.8%를 생산하였다. 입지적 장점
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올덴부르크대
학교와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 등 전
문기관이 소재한 산학연 네트워크가
전문기술이 필요한 해상풍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 Germanwind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기술적 조사

기획

개발/파이낸싱
부품/기자재
터빈 제조

클러스터 네트워크
기능의 구성

물류
교육

운영&관리
그리드 통합

자료 : Germanwind homepage(http://www.germanwind.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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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자원도 북
유럽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400km에 달하는 해안선
을 가진 전남 서남해안의 경우 평균풍
속 7.61m/s으로 육지보다 바람의 방향
이 일정한 데다, 강한 바람이 상시적으
로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력 발전효
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
는 우리나라는 임해연안에 강력한 제
조업벨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
풍력발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 개발하는 데 주력하여
성공적으로 클러스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
선,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기술력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3>

2009년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

자료 : OECD, 2010.

7) Oceans of Opportunity, EW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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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반면, 독일과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조건 중 가장 다른 점은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이다. 독
일의 임해지역은 풍력산업으로 시작
하여 해상풍력산업까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국가와 매우 인접해 있으며, 근접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교류는 산업을 조
기에 안착시키고, 핵심기술을 획득하
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09년 12월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해 연안 9개국은
해상풍력에너지 전력망을 설치하여
각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하나의 전력
망으로 연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공유
하는 슈퍼그리드(supergrid) 프로젝
트를 발족하였다.7) 이는 해상풍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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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가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전
체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2) 수요조건
독일은 2009년 말 기준 82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북해 68개, 동해 14개)
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총 40개의 해상풍력단지
를 건설해 12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8) 2030년에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전력 생산량이 25GW로 증가
해 육상의 45GW를 합하면 풍력발전
의 비중은 현재의 7%에서 25%로 크
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9)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이 매우 낮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한
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의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2010
년 해상풍력로드맵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으
로 단기간에 공급이 늘고 이는 수요
로 연결될 전망이다.

풍력발전 시장이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
도 투자를 구체화하고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향후
인도, 동남아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
화하여 수요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기업전략과 경쟁조건
독일에서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국가의 신재생에너
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풍력발
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지역별 전
력시장과 연계한 민첩한 대응과 빠른
기술확보가 주효했다. 독일 Enercon
사는 지난 1984년 창립해 기술개발에
집중한 결과 10여 년 만에 세계 풍력
터빈 발전특허의 40%를 확보하고 시
장의 선두로 도약하였다.
2009년 기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
일 풍력발전 기업은 Enercon, Siemens,
REpower 등으로 Siemens는 해상풍
력 윈드터빈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Enercon과
REpower도 4~5MW급 시스템 개발
을 완료하였다. 또한 이들 대형기업은
부품공급 기업과 시간과 투자를 아끼

8) BWE-Marktuebersicht 2010, Neue Energie 2010. 02, WAB 2009, KOTRA 해외시장정보 재인용.
9) New Energy, Renewable Energy, SIAGBTM Consult, D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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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협력하여 밀접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다.
EU의 해상풍력단지는 대형 개발사
업자가 현지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
어 개발과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에 에너지 관련기업인 독일의
RWE Innogy, Bard Engineering 등
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메이저 업체
로 성장하고 있으며, 독일의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도 개발사업자와 연계되
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해상풍력발전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이 해
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을 수주하면서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플랫폼

<그림 4>

형식으로 설계되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은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성장
에 따라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기업에 새로
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풍력발전에 활용되는 로터블레이드는
GRP(Glass Reinforced Plastic)나
FRP10) 등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조선업체, 항공업체 등이 시장에 본격
적으로 진입할 경우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전망이다.
EU의 사례처럼 해상풍력단지의 개
발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해외 메이

2009년 EU 해상풍력발전 시장점유율
해상풍력 터빈 제조업체

Win Wind(핀)

Vattenfal(스)
1

Multibrid(프/독)

Vestas(덴)
19

디벨로퍼/전력회사

기타
6

EON(독)
17

%
Siemens(독)
71

Sund & Baelt(덴)
4

%
RWE(독)
16

Dong(독)
54

EWE(독)
3

자료 : The European offshore wind industry 2009 , EWEA, 2010.

10) FRP, 즉 섬유강화복합재료(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는 유리섬유(Fiber Glass)를 주보
강재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를 함침 가공한 복합 구조
재로서 가볍고 강한 재질로 선박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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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발사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여 시장을 넓혀감과 동시에 국내에
서도 사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개
발사업자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4) 관련 및 지원산업조건
해상풍력산업은 풍력발전과 관련
부품업체 외에도 조선, 플랜트 및 엔
지니어링, 전력 및 전기전자, 철강과
소재 등의 산업이 연관되어 있고, 제
작, 설치, 운영 공정이 동시적으로 투
입된다. 특히 바다에서의 설치와 관리
가 관건인 만큼 조선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양단계에 있던 독일의 조선산업
은 사업전략을 수정하여 해상풍력시
장에 진출하였다. SGL 그룹은 요트
제작으로 쌓아 온 기술력과 품질로
FRP를 사용한 로터블레이드를 선보
였고, 유럽 풍력발전기 부품 시장의
강자인 시악(SIAG:Schaaf Industrie
AG)은 바다에 면한 생산설비와 해양
구조물 제작역량이 해상풍력시장 진
출에 필요하기 때문에 티센크룹의 계
열사였던 조선소를 인수하였다.
또한 기계설비 산업도 해상풍력발
전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제위
기를 모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각국이 녹색성
장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면서 풍력
발전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

입했는데, 이때 독일이 자동차, 기계
설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이 풍력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에 기반이 된 것이다.
전력산업과의 합종연횡도 산업경쟁
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0년 지멘스
와 RWE는 공동으로 영국 해상에 24
억 달러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
한다고 발표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남
에 따라 발전소에서 주요 수요지역으
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력공급망 증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력산
업과의 연대는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메인샤프트, 타워
등 단조를 통한 부품에 강점을 가지
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의 가치사슬
상으로 볼 때 단조제품의 부가가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세
계적 경쟁력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형 플랜트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기
반 기술개발을 통해 터빈과 기어박스
등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분야로 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
조선업체는 타워의 주요 소재인 후판
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고, 해상작업 경험도 풍부하여 글로
벌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
상풍력발전에서도 차세대 기술이라고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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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릴 수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활
용은 풍력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출할 경우,
FPSO11) 분야 시장 1위12)인 우리나라
의 조선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FRP를 소재로 사용
하는 소형 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요
트 생산에서 쌓은 경쟁력을 로터블레
이드 생산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FRP
응용제품을 생산하여 해상풍력발전
분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업체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을
모색할 경우 안정적 성장도 가능할

<표 3>

것으로 판단된다.

(5) 정책조건
EU가 환경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입지와 산업특성에 맞는 정책
을 개발하였다. 그중 독일은 신재생에
너지 분야의 시장화에 주안점을 두었
고,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 Gesetz)이 실시된 이후 신재
생에너지 생산이 급증했다. 신재생에
너지법을 통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
급촉진을 위하여 정책가격모델을 채
택하였으며, 적용기간 동안 기준가격

국가별 해상풍력 발전차액 보상 수준
KWh당 보상액(유로 Cent)

기간(년)

벨기에

7.5

10

덴마크

6.95

10~12

아일랜드

14.0

15

네덜란드

8.8

15

스웨덴

8.8

15

영국

13.69

2027년까지

프랑스

13.0

10~20

독일

15.0

최소 12

자료 : BTM 2009 Report.

11)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로 해양
플랜트나 Drillship에서 뽑아낸 원유를 정제하고 이를 저장해서 Shuttle Tanker나 기타 이송
장소에 하역할 수 있는 특수선박이다.
12)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기업의 세계 FPSO 시장점유율은 약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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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구
매를 보장하는 고정구매가(FIT, FeedIn Tariff) 제도를 현실화하였다. 안
정적인 제도마련과 엄격한 규제가 산
업성장을 촉진한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은 2009년 에너지법을 개정하여 풍력
발전에 대한 기준 에너지 보상가격을
인상하였다. 육상풍력발전 보상액은
KWh당 7.87센트에서 9.2센트로, 해
상풍력발전 보상액에 대해서는 6센트
가 추가 지급되어 KWh당 15센트로
상승했다. 해상풍력발전은 기술적 리
스크와 함께 해저 전력망(Sea cable)
추가 설치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재원
조달이 어려웠지만, 보상기준 변경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
지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2012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녹색성
장 정책 기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한 전력보급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출
시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기술개
발과 단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세계 해상풍
력시장의 리더들은 국내에서의 경험
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
로 진출해왔다. 따라서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차등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하
여 해상풍력에 대한 기준가격을 육상
풍력에 비해 높게 책정함으로써 해상
풍력발전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독일과 우리나라의 조건을 각 요소
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잠재력
은 우수한 편이나 시장의 성장을 촉
진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책지원의
시점이 늦고, 산업의 가치사슬이 취약
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상의 분석을 전제로 정책시사점을 도
출해 보았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우선적으로 염
두에 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상
풍력시장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급격
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
로벌 표준화와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D 지원을 통한
핵심부품 분야의 기반기술 확보와 제
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FPSO에서 착안한 부유식
기초구조물이나 설치선 시장이 생긴
것처럼 기술트렌트 예측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 개발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
개발 및 양성을 제조단지개발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독일은 제
조업체와 학계, 교육센터 등이 클러스
터 내에 함께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
에 조기에 인력과 기술을 확충하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선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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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에서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산업별 전문기
술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력부족에 대
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된
인력양성기관의 신설과 해외 기업의
역량흡수를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하는
정책 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
우, 정책 거버넌스가 EU 전체, 독일
정부, 지자체별로 정책적 일관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해
상풍력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
체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각
계각층의 구체적, 체계적인 역할 분담
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간 네트워크 전략을 차별
화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중
심지인 유럽의 기업과 지자체와는 공
동프로젝트, 사업참여 등을 통해 기술
과 경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는
신규사업 수요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국가간 협력사례처럼 한·중·일 내에
서는 시장의 성장을 공동으로 촉진하

38

KIET 산업경제

고, 산업 가치사슬상에서 서로의 경쟁
우위를 적용한 분업프로젝트 등을 추
진할 수 있다.
다섯째, 해외기업 M&A나 지분확
보를 통한 기술습득, 혹은 사업권 확
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에서도 풍력업체가 조선소를 인수하
여 양쪽의 시너지를 결합, 입지와 기
술력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을 묶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
을 조직하여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한국’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직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
는 산업간 협력과 대·중소기업 간 네
트워크 형성 활성화도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영향력 아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역량을 종합하여 유럽의
경우처럼 메이저급으로 한국형 개발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