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언

해양에너지 입국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신재생에너지

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으로 각광받고 있

다. 미래학자들은 에너지산업을 향후 20~30년간 세계시장을 

선도할 산업으로 꼽고 있으며, 원유가 급등과 지구 온난화, 기

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에 따른 대체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

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 Global Business Intelligence Research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계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는 약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

균 3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에서의 재생에너

지 부문 투자는 2001년 17억 6천만 달러에서 2009년 658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57.63% 성장을 보이고 있다(중국:풍력

과 태양광 프로젝트 총 114억 8천만 달러, 인도:100% 이상 

성장. 2009년 71억 7천만 달러, 브라질:2009년 70억 달러).

미국은 전력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08년 5%에

서 10%까지 높일 예정이며, Carbon Trust에 의하면 전 세

계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는 2050년까지 매년 20억 파운드 

상당의 잠재적 효과와 16,000개의 신규 인원 수요를 유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초‘7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하였고, 이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 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대비 11.5%(발전량 환산, 약 15GW/년)로 확대 보급

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9년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28.1%인 908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http://www.renewableenergymagazine.com>.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다음의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

기물, 지열(8개 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중질산화유 가스

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의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재생에너지의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용 비교

(단위 : $/kW, $/kWh)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

구분 비용 2005 2010 2020

풍력(육상)
초기투자비용 1,510 1,370 1,180

운용비용 58 51 45

풍력(해상)
초기투자비용 3,760 3,480 2,600

운용비용 166 153 114

태양광
초기투자비용 6,600 3,760 1,660

운용비용 66 38 16

태양열
초기투자비용 7,530 6,340 5,240

운용비용 300 250 210

바이오메스
초기투자비용 3,040 2,750 2,530

운용비용 183 166 152

지열
초기투자비용 17,440 15,040 11,560

운용비용 645 557 428

조력
초기투자비용 9,040 5,170 2,910

운용비용 360 207 117

수력
초기투자비용 2,760 2,880 3,070

운용비용 110 115 123

주 : 2010, 2020년은 추정값

에너지원 별 발전단가는 표 2와 같으며, 2020년 경 풍력에

너지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낮으며, 태양광발전의 절반 이하

인 0.023~0.045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

산비는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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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너지별 발전단가 (단위 : €/kWh)

<Europe Wind Energy Association>

구분 2007년 2020년

태양광 0.265 0.15~0.24

육상풍력 0.054 0.023~0.038

해상풍력 0.079 0.03~0.045

원자력 0.038 0.045~0.06

복합가스 0.05 0.03~0.035

<Europe Wind Energy Association>

그림 1.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비 비교(단위: €/MWh) 

해양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현재 국내 조선해양산업체

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풍력, 파력, 조류력 등이 있다. 

풍력 분야는 해상의 질 좋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파력 분야는 

파도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조류력 분야는 해수의 유동

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세계 풍력발전 설치 용량은 1996년~2008년 동안 연평균 

28.3%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2009년~2010년은 연

평균 14%정도로 추정된다. 파력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1970년대 말 Salter 

Duck을 포함하여 최근의 Pelamis, Anaconda 까지 약 40 

종류가 보고되고 있다<http://inri.us/WECstudy>. 그리고 조

류력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은 대표적인 방식으로 Axial 

Turbines,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crossflow turbines, 

Oscillating devices와 Venturi effect 형태가 개발되고 있다

<http://en. wikipedia.org/wiki/Tidal_power>.

2. 국내 ․ 외 관련기술 및 산업 현황

2.1 국내기술 및 산업현황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가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도 지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3년간 2,522억을 투자하여 

2012년 1,145MW급 육상풍력발전소와 2015년 300MW급의 해

상풍력발전소를, 특히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19조원을 투자

하여 5,000MW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국내 조류 발전이 적합한 지역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등이 최적지이며, 현실적인 국내 

조류발전 설치용량은 1,000MW규모이다. 파력발전은 비교적 

입지 영향을 덜 받고, 국내 부존량이 6,500MW로 크므로 산업

화 가능성이 높다.

표 3. 국내 해양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야별 현황

<차원민, 2010/ 기계&자동화, 2010>

분
야

현황 비고

풍
력

• 풍황, 수심, 해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계통연계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신안 해역(부
안-영광 연안 적합) 등 4~5개 권역별 개발 예정

• 2009년 풍력발전 시설용량이 348MW로 세계 28
위 수준

• 750kW급, 1.5MW급, 2MW급, 3MW급 육상풍력발
전터빈 기술 개발 완료, 5MW급은 기술개발 단계
이며, 해상풍력발전터빈 개발 진행 중

• 한국전력 2010년 해상풍력실증단지 착수, 2015
년 상용화 예정

• 전남도 5GW 풍력단지 2010년 6월 추진, 전남 서
남부 도서와 해안, 해상지역 민자 19조5,500억원 
유치 계획

• 생산 추정액 1조1,200억 원 중 메인샤프트, 타워
플랜지 등 단조 제품 비중이 90% 달함, 유니슨 
사는 터빈 자체 개발 생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
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터빈제조를 위한 투자

위도-안마
군도 해역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
류

•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의 이론적 조류에너
지 부존량 약 3,620MW

• 2009년 5월 1MW급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 준
공, 2013년까지 50MW급 증설, 2020년까지 
490MW 규모 확대

• 울돌목은 하루 4번 이상 조류가 바뀌고 조류속도
평균 11노트 

• 장죽수도와 맹골수도 일대 400MW급 조류발전 
상용화단지를 건설하며, 2018년까지 약1조5,000
억원 투입(레네테크 사,포스코건설)

• 2016년까지 최대 851MW 규모의 조류발전소를 
신규로 건립

울돌목
조류발전소

파
력

• 동해안, 제주도 지역이 적지, 한반도 해역 전체의 
예상 파력에너지: 6,500MW

• 2011년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해상에 500kW급 
시험파력발전소 완공 예정 (제주도, 105억원)

• 2006년 제주도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150W급 
소형파력발전장치 시험운용

• 다양한 파력발전 방식에 대한 연구 미미
•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개념 설계

제주용수리
시험파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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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야별 현황을 표 3에 정리하

였고, 민간자본에 의해 2015년까지 건설될 풍력발전 사업을 

표 4에 정리하였다. 국내 풍력발전설비 보급 대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2009년 9월 기준 198기에 달하고 있지

만 이 중 국산은 4기(2.0%)에 불과하며, 4기의 국산 설비도 

부품 국산화율이 63%에 그치고 있다. 

표 4. 풍력발전 사업 건설 전망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보고서, 2009>

사업명 사업주체
용량
(MW)

설비규모
준공
예정일

비고

정선풍력 동서발전 20.0
2.0MW

✕
10기

‘11.07

강릉풍력 동서발전 20.0
2.0MW

✕
10기

‘11.12
강릉시 
왕상면

서부풍력 서부발전 20.0
2.0MW

✕
10기

‘11.12 장소미정

영광풍력 한수원 9.0
3.0MW

✕
3기

‘11.12
영광원전

내

제주
해상풍력

한수원 30.0
3.0MW

✕
10기

‘12.12 제주해상

부산풍력 남부발전 26.0
2.0MW

✕
13기

‘10.12

부산
해상풍력

남부발전 90.0
3.0MW

✕
30기

‘15.10

무의도
해상풍력

한화건설 100.0
2.5MW

✕
39기

‘13.12

남동, 
인천시, 
에너지환
경연구소

이시돌풍
력

중부발전 42.0
2.0MW

✕
21기

‘11.12

전남풍력 중부발전 60.0
2.0MW

✕
30기

‘12.06

강원북부
풍력

중부발전 60.0
2.0MW

✕
30기

‘12.06

강원서부
풍력

중부발전 40.0
2.0MW

✕
20기

‘12.06

비봉산
풍력

포스코건설 30.0
2.0MW

✕
10기

‘11.12 경북 청송

계 550.0

국내 풍력시장은 2002년부터 소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으

며, 2012년까지 총2,250MW의 풍력발전터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0MW (2,000억 원 규모)씩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국내 풍력시장 규모의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그

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수영, 2010>

그림. 2 국내 풍력시장 현황 및 전망(단위: MW)

표 5. 국내조류발전 추진현황

<장두석, 2009a>

연도 위치 주체
시설용량
(MW)

발전용량
(GWh)

투자액
(억원)

비고

2009
경남 
사천, 
남해 

사천시, 
남해군, 
한국남동
발전

0.1 - -

-시험평
가용

-피해보
상요구
-부존잠
재량 
50MW

2009
진도군 
울독목

- 1 2.4 125
-시험평
가용

2013
진도군 
울독목

- 90 276 - -

2015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포스코
건설, 

한국남동
발전, 
인하대, 
옹진군

200 613.2 8,000 -

2015
전남 완도 
횡간수도

한국중부
발전

300 920 9,000 자체추정

2016
전남 
신안군

한국남동
발전, 

포스코건
설

260 797 - -

합계 851 2,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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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류발전 추진 현황은 표 5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우

리나라 조력 및 조류 발전 유망후보지를 그림 3에 표시하였

다. 2010년 6월 제주 한경면 용수리에서는 시험파력발전사업

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에는 파력-해상풍력복합발전 적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3. 우리나라 조력 및 조류 발전 유망 후보지

2.2 국외기술 및 산업현황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미국방부는 2025년까지 자

체 전력수요의 25%를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목

표를 갖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20%, 전력 대비 35% (이중 풍력 12%)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할 계획이고, 독일과 덴마크는 풍력분야의 기술이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2020년까지 모든 전력수요의 15.4%

를 신재생에너지 원으로부터 생산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풍력 에너지 자원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순이며, 중국의 풍

력 에너지 이론 축적량은 32.26억 kW규모에 달하며, 2009년 

말 풍력 발전 규모는 2,500만 kW이고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에는 국외 해양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야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6. 국외 해양재생에너지 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
야

현황 비고

풍
력

• 연간 풍력발전 설치 용량은 2008년 475억달러 
규모,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7.8%, 
2009년 총 설치용량은 158GW, 신규용량 
37.5GW로 전년대비 30.6% 급증, 향후 시장규모
는 2010년 675억 달러에서 2015년 1,458억 달러
로 고성장

• EU 해상풍력발전은 향후 몇 년간 70%이상 지속 
성장, EU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상당, 2010년
까지 11GW, 2020년까지 40GW 해상풍력 설치 
예상(EWEA), 2009년 현재 EU해상풍력발전은 약
1,471MW 

• 미국은 2009년 신규로 9.8GW의 설비용량 확대, 
2005년~2009년 풍력 평균성장률은 39%이고, 
2030년까지 전기수요의 20%를 풍력으로 충당, 
2025년까지 전체 풍력 비중에서 해상풍력은 5%
정도 차지

• 중국 해상풍력에너지 자원은 근해 10m수심에서 
약 1억kW, 20m수심에서 3억kW, 30m수심에서 
4.9억kW 규모

세계최대
해상

풍력단지: 
London 
Array 
Project

조
류

• 스코틀랜드 북부 섬 지역, 남미 북동부해안, 북미 
동부해안, 아프리카 서부해안, 일본 남부해안, 한
국 서해안,남해안 등이 적지

• 전 세계 조류발전 가능 용량은 약 50GW 규모로 
유럽 약 12GW(영국 약 6GW)

• 영국은 2011년 북웨일즈에 세계 최초 조류발전상
용화단지 건설

• EU 및 미국이 에너지 기업 주도로 연구개발 활
발히 진행함

세계최초
상업용
조류

발전단지:
SeaGen 
Tidal 
Project

파
력

• 파력발전 잠재 부존량 9TW ~ 20TW 
• 서유럽해안, 캐나다와 미국 서해안, 호주 및 뉴질
랜드 해안이 적지

• 2009년까지 약 22.7MW 정도 설치, 해안과 외해
비율이 24%와 76%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외해 
위주 개발

• Carbon Trust에 의하면 파력에너지 기술의 1/4
이 이미 영국에서 개발됨

미국최초
상업파력
발전단지:
Oregon 주 
Reedsport

2.2.1 풍력

세계 풍력설비 설치용량과 국가별 누적 풍력발전 설치 용

량 및 비중을 각각 그림 4, 5와 6에 나타내었다.

2008년 미국이 처음으로 독일을 능가하였으며, 중국은 연

평균 증가율이 56%로 풍력발전 최대 시장이 될 전망이며, 한

편 불가리아와 터키는 2007~2008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풍력 설비 세계시장 전망은 그림 7과 같다. 이 

전망에 의하면 2015년도의 세계시장은 2009년도의 세 배 가

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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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ind Energy Council>

그림 4. 세계 풍력설비 신규 및 누적 설치량(단위: GW) 

<Global Wind Energy Council>

그림 5. 국가별 풍력발전 설비 누적 설치량(단위: GW)

<Global Wind Energy Council>

그림 6. 국가별 풍력발전 설비 비중(단위: %)

<Global Wind Energy Council>

그림 7. 풍력설비 세계시장 전망(단위: 억달러)

담수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최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서 

General Electric(GE)은 2012년 Lake Erie에 4MW급 기어리

스형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20M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Ohio 주의 수자원에 1,000MW의 풍력

을 개발할 계획이다. NewYork 주 역시 Lake Erie와 Lake 

Ontario 연안에 2013년부터 담수풍력발전단지를 착공하여 

201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Massachusetts 주 

Cape Cod 해안의 Cape 프로젝트는 2013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20~25GW 설치용량을 추진 중이며, 

독일 최초의 400MW급 대형 해상 풍력단지가 Borkum 섬에 

설치될 예정이다. 영국은 2020년까지 25GW의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Kent와 Essex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수심 

23m 해역에, 2009년 여름 1,000MW 규모의 세계 최대해상풍

력단지 건설 계획인 London Array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으

로, 341기의 풍력발전터빈이 설치될 것이다.

2013년 유럽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상용화 계획에 

따른 Prototype 출시 예정과 2015년 미국의 DeepCwind컨소

시엄과 유럽의 HiPRwind컨소시엄에 의한 부유식 해상풍력단

지 조성 계획, 경제성 확보를 위한 풍력시스템의 대형화

(10MW급) 추세 등 세계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급격한 기술 패

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삼성과 한전은 캐나다의 Ontario 주 South 

Cayuga에 55개의 풍력발전터빈을 설치하여 70억 달러 규

모의 400MW급 육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로 계약하였고, 

일본의 Mitsubishi 사는 영국 북동부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을 2010년 2

월에 발표했고, 4년 내에 첫 풍력터빈이 설치될 예정이다

<http://www.energyboom.com, http://www.guardian.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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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파력 

국가별 파력발전 설비 설치량을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http://inri.us/WECstudy>. 

<에너지관리공단, 2009>

그림 8. 국가별 파력발전 설비 설치량

미국 뉴저지에 기반을 둔 Ocean Power Technologies는 

미국 내 첫 번째 상업 파력발전단지 프로젝트를 Oregon주의 

Reedsport에서 시작하였다(그림 9).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

유식 부이 1기 (LxBxW=150ftx40ftx200Ton)가 설치되며, 2012

년까지 6천만달러가 투입되어 총 10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http://www.alternative-energy-news.info>.

그림. 9 Oregon주 Reedsport에 설치된 상업용 파력발전 장치

한편 새로운 개념의 파력변환장치인 18기의 SEADOG펌프

를 이용한 파력발전담수시스템이 2011년 하반기 미국의 Gulf 

of Mexico에 설치될 예정이고, 하루 3,000갤론(약 11,500ℓ)

의 용수를 담수화한다(그림 10).

그림 10. Gulf of Mexico에 설치될 예정인 파력발전 

담수시스템

영국 정부는 유망한 파에너지와 조류에너지 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2009년 9월 총 2,250만파운드(약 450억원)의 Marine 

Renewable Proving Fund를 조성하였고, 이 자금은 Carbon 

Trust에 의해 운영되며, 도면에만 머물러 있던 해양재생에너

지 기술의 실용화와 상품화에 사용된다. 기존의 파력발전 장

치인 펠라미스(Pelamis)보다 고효율적인 설치장비 개발이 가

능할 것이며, 새로운 파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 Anaconda(그

림 11) 등이 선정되었다.

<http://www.carbontrust.co.uk/emerging-technologies>

그림 11. 새로운 파에너지 발전시스템 Anac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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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elamis Wave Power사는 스웨덴의 Vattenfall 사와 

합작회사인 Aegir Wave Power를 설립하고, 스코틀랜드 최북

단의 서대서양에 위치한 Shetland 섬 근처에 2014년까지 

20MW급 대형 해양 에너지 단지 조성을 할 것이며, 12개 이상

의 Pelamis P-2 파력발전장치(그림 12)를 설치할 예정이다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 

그림 12. Pelamis (Pelamis Wave Power Ltd., UK).

2.2.3 조류력

Carbon Trust에 의해 새로운 조류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 

선정된 Minesto가 그림 13에 보인다.

그림 13. 새로운 조류에너지 발전시스템 Minesto

또한 북웨일즈 Anglesey 만 Strangford Lough에 2011년까

지 1.5MW급 7개 조류발전 터빈이 설치될 세계 최초의 상업용 

조류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SeaGen Tidal Technology프로젝

트에 350만파운드를 투입할 것이다(그림 14).

그림. 14 World's first commercial axial turbine type 

tidal stream generator: SeaGen

그리고 영국 12마일 해역의 55% 소유권을 갖는 크라운재단

(The Crown Estate)은 Pentland Firth and Orkney Waters

(그림 15)에 1,200MW 이상의 조류 및 파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

그림 15. Pentland Firth and Orkney Waters

3. 해양에너지 국내 기술 경쟁력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은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88%, 

2018년까지 92.5% 확보 가능하다. 육상용 풍력발전터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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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W급, 해상용 풍력발전터빈은 5~10MW급으로 기술 개

발이 진행될 것이다. 조류발전은 발전기 형상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적극적 투자로 기술적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로 생각되나, 파력발전은 아직까지 변환효율을 높이고 설치비

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수준

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시스템 기술,  조류 에너지 

관련 기술과 파력에너지 관련기술의 수준을 각각 표 7, 8과 9

에 정리하였다.

표 7. 선진국 대비 국내 풍력 발전시스템 기술 수준 

<지식경제부, 2009>

핵심기술내용 국외현황 국내개발 현황 수준

개념설계 및 
통합 기술

5MW급 상용화 2MW급 실증단계 80%

시스템 하중해석 
기술

평가항목에 알맞은 
S/W의 조합

기술 자립도 부족 80%

제어시스템 기술
제어H/W 및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 자립도 부족 70%

블레이드 기술
로터직경 120m급 

개발
로터직경 90m급 

개발 완료
75%

피치/요 베어링 
기술

5MW급 용량 개발 2MW급 용량 개발 90%

증속기 기술
고 효율 5MW급 

실용화
설계 및 평가 기술 

미흡
70%

발전기 기술
6MW급 발전기 

실용화
2MW급 발전기 개발 80%

PCS기술 6MW급 PCS 실용화
2MW급 PCS 개발 

완료
80%

타워 기술
120m 이상급 

하이브리드 타워 설치
80M 급 타워 설치 90%

해상용 기초 
기술

부유구조 연구 중
해상구조물 설계 

단계
80%

주물품 기술 6MW급 주물품 개발 2MW급 주물품 개발 90%

변압기 기술
해상용 풍력터빈 
변압기 개발

2MW급 Onshore 90%

시험평가 기술 각 요소별 Lab 시험 시험 인프라 부족 60%

인중기술
인증제도 보편화

국제규격제정/참여국 
증가

국외 인증 의존
인증 능력 확보 중

70%

시스템 감시진단 
기술

해석 및 계측 통한 
시스템 검증 S/W 
개발 및 실용화

시스템 감시 기술의 
풍력 시스템 적용 

단계
80%

표 8. 선진국 대비 국내 조류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단위: %)

<에너지관리공단, 2009>

핵심 기술 세부 기술 2007 2012 2020

조류에너지 
변환기술

타당성 및 환경평가 80 90 95

조류에너지 변환 80 90 95

발전기 80 85 90

에너지 흡수, 수송 장치 75 85 90

평 균 78.8 87.5 92.5

조류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설치 및 시공 90 95 100

구조물 설계 95 100 100

구조물 지지 90 95 100

평 균 91.7 96.7 100

조류에너지 
적용기술

전력제어 80 90 95

운용 및 유지보수 70 80 90

적용 및 단지화 65 75 85

평 균 71.7 81.7 90.0

평 균 80.5 88.5 94

표 9. 선진국 대비 국내 파력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단위: %)

<에너지관리공단, 2009>

분 류 소 분 류 2007 2012 2020

파력에너지 
변환기술

적지평가 80 90 100

파력에너지 집적 및 흡수 75 85 95

터빈기술 75 85 95

파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해양환경 평가 65 80 95

고정식 파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

80 90 100

부체식 파력발전 구조물 설계 
및 시공

75 85 95

파력발전 
발전시스템 

기술

파력발전용 발전기 및 
전력제어

70 80 90

파력발전 시스템 운용 및 
보수유지

65 80 90

파력발전 경제성 제고 60 75 85

평 균 71.7 83.3 93.9

4. 결 언

정부의 대규모 육성정책과 함께 관련 산업체의 저돌적 투

자, 대학과 연구소의 혁신적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2010년 현

재 초급 내지 중급 수준인 국내 해양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세

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및 중공업 기술과 융합하여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해양에

너지 강국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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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적인 해양에너지 산업 발전과 세계 해양에너지 기

술 선도를 위해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장기적·집중적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세계 최고 전문가그룹을 양성하여 차세

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즉,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해양에너지 미

래기술분야의 R&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해양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창의적 발상과 도전적 

원형(prototype)의 실증을 위한 초대형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

하고, 다양한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집중

적이고 체계적 인력양성과정 창안, 대학과 연구소의 비약적 

혁신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천적 상업화 메커니즘의 구

현을 지원할 독립적인 해양에너지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노력은 아래의 5개로 압축될 수 있다. 

• 정보 네트워크 글로벌화에 기반한 국내 조선해양산업체의 

해양에너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천문학적인 시너

지 효과 창출

• 해양에너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국가적 대규모 지원을 통

한 부품·소재의 국산화, 고품질화, 다양화 추구

• 대규모 도전적 실증프로젝트를 통한 해양에너지 기술의 실

천적 상업화 메커니즘 수립의 구체적 방안 강구

• IEC, ISO, IEA, ITTC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해양에너지 기

술 표준화 정책 수립 및 제정에 대한 전 정부적 지원 강구

•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전략적 최고급 인력 양성, 비약적 기

술 혁신, 도전적 실증 투지, 선도적 표준 수립, 글로벌 상품 

비전 등에 기반한 2020년 해양에너지 세계 시장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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