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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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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풍황, 수심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
량을 추정하였다. 풍력등급 3 이상, 수심 50 m 이내의 영역에 대하여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개발 가능량을 산출하였으며,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심 30 m 이내의 영역에 대한 개발 가능용량이 약 11 GW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까
지 7.3 GW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
는 해상풍력 개발단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입지 선정 후 기상관측, 환경영향조사 등의 
세분화된 단지조사를 통한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경제성 평가 등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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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육상풍력은 양호한 입지의 고갈과 민원
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풍력산업 선진국들은 해상풍력단지 개
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일부와 제주
도를 제외하고는 육상풍력단지로서 경제성을 가
지는 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민원
의 증가에 따라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있
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대형단지를 조성
하기가 용이한 반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
이 소요되어 현재는 육상풍력단지 보다 경제성이 
낮다. 하지만 해상풍력기기, 단지설계, 건설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 등과 같은 관련기술의 발달로 
향후 풍력발전분야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에너지 정세에 발맞춰 최근 
지식경제부는 해상풍력발전의 국내 도입 촉진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여, 국내 
해역의 중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타
당성 조사 연구가 활발히 수행 중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타당성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단지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해역의 풍황, 해황 등의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개발 가능량을 추정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해
상풍력 개발단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며, 입지가 선정 되면 기상탑을 이용한 
실제 기상관측, 환경영향조사, 해황조사, 지질조
사 등의 세분화된 단지조사를 통한 단지설계 및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2. 해상풍력 입지 특성

2.1 부지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

풍력발전사업이란 최소의 설치비용으로 최적 
풍황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전력
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계통연계를 통하여  
수용가로 안정되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발전단지 개발에는 상기 요소에 대
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풍력발전은 풍황에 의
해 경제성이 결정되므로 풍황이 가장 중요한 선
정기준이 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기기 설치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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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수심 및 항구이격거리 등이 추가적인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표 1에 해상풍력단지의 부지선
정시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리하였다. 

항목 세부항목 세부기준

풍황
풍력자원

바람등급
(풍력밀도 및 평균풍속)
(풍력등급 2 이하 배제)

태풍 및 풍 기상 태풍 발생빈도와 최대풍속

해황

파랑 파향별 파고 및 주기

조위차 및 조류속 평균조차, 최대조차, 조류속

수심 및 지질 
수심, 해저지질, 지반상태
(수심 50 m 이상 배제)

지진 지진활동도, 지진력

환경
보호

환경보호지역, 조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환경보호지역, 조류 
이동경로 및 서식지 유무

입지
조건

항구/연안/
전력선이격거리

항구, 변전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타 인근 해양 이용현황
어장, 채사장, 군사시설, 
항로, 국립공원 유무

Table 1. Standards for selection
of offshore wind farm

표 1에서 정리한 각 기준들은 반드시 만족해
야만 하는 선택기준이 있으며, 군사시설지역과 
같이 배제해야만 하는 기준이 있다. 또한 선택 또
는 배제 기준이 될 수 없으나 발전단지 건설시 경
제성과 관련된 요소(지질, 지진 등)로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우선 평가요소
인 풍황과 수심, 연안이격거리 등을 분석하였다.

2.2 풍황

풍력 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풍
속의 미소한 차이가 풍력발전량에는 큰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진 입지조건에서 풍력기기
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풍력자원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바람은 시간, 날짜, 
계절,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지표면 거칠기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화가 심하며, 주변의 장애
물에 기인한 국부적 변화도 크다. 그러므로 이러
한 장애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해야 풍력기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파워로 표현할 수 있는 풍력밀도
는 풍력단지에서 바람자원을 산출하는 유용한 방
법으로, 사용 가능한 풍력에너지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풍력밀도에 따른 풍력등급(Wind Power 
Class)은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 개
발한 10 m, 50 m 고도에서의 풍력밀도 분류표가 
주로 사용된다. 최근, 수 MW급 풍력터빈 개발과 
함께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50 m 이상으로 상승하
였기 때문에 실제 풍력터빈 높이에서의 풍력등급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 MW급 풍력터빈의 
허브높이로 예상되는 고도 80 m의 풍속 및 풍력밀
도 분류기준을 표 2와 같이 추정하였다. 이는 1/7 
power law를 적용하여 풍속을 연직방향으로 외삽
한 후, 10 m에서의 풍속-풍력밀도 관계를 동일하

게 적용하여 추정한 값이다.

Elevation 80 m

Wind Power 
Class

Wind Power 
Density (W/㎡)

Wind Speed
(m/s)

1 < 245 < 5.9

2 245 - 367 5.9 - 6.9

3 367 - 490 6.9 - 7.5

4 490 - 612 7.5 - 8.1

5 612 - 735 8.1 - 8.6

6 735 - 980 8.6 - 9.4

7 > 980 > 9.4

Table 2. Classes of wind power

풍력자원 평가를 위한 풍황자료는 그림 1과 
같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격자크기 
3 km × 3 km 한반도 풍황지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3시간 단위인 KMA/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를 기본 입력 자료로 사
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2005~2007)의 풍황자료
를 분석하여 고도 80 m에서의 평균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 풍황자료를 이용하여 표 2의 기준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풍력밀도등급을 나타내면 그
림 2와 같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풍력등급 4 이상 지역을 
풍력개발 적지로서 판단하여 왔으나, 최근 유럽 
발전단지 건설 경험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과 대
형화에 따라 3등급 지역도 유망지역으로서 경쟁
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등급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제주도 남쪽과 동해 외해 부
분은 4등급에 해당하고, 제주도 북쪽, 남해 연
안, 서해 외해 지역이 3등급에 해당하며, 서해 연
안은 2등급에 해당한다. 4등급 지역은 대수심 지
역으로 현재 설치 가능한 고정식 기초구조의 적
용이 어려우며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국내 해상
풍력은 수심 및 전력계통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때, 풍황은 상대적으로 유리하
지 않지만 수심이 낮고 계통 연계비가 적게 소요
되는 2~3등급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될 전망
이다.

Fig. 1. Average wind speed (at 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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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es of wind power density

2.3 수심

풍력터빈을 해상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육상에
서는 필요 없는 해상 지지구조물을 구비해야 하
기 때문에, 해상단지 예정지의 수심은 경제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해상풍력발전 기초구조물
은 수심에 따라 다른 지지구조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고정식 기초(모노파일, 트라이포드 방식 
등)는 많은 해양 구조물 기초 시공 실적을 통하여 
검증이 완료된 구조형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수심이 깊어지면 경제
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부유식 기초
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
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 수준이 낮고 아직까지 시
공사례가 없어 실제 현장적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해역에 경
제성 있는 풍력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 해역의 수심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최병호 등(2002)이 구축한 한국근해의 수심 분포
도를 이용하여 수심을 파악하였다. 이 자료는 한
반도 주변 전해역과 동해 및 동중국해 전역까지 
포함하며, 광역 수심자료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또한 해상도가 격자간격 1분(약 1.5 
km) 자료로서, 풍황자료의 해상도를 능가한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단지는 대부분 
수심 30 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는 수심이 대략 50 m인 해역까지 고정식 지지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의 
한반도 해양수심분포를 살펴보면, 서해에 저수심 
영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남해안은 다도해 
연안에 50 m 이하의 저수심 영역이 존재한다. 반
면, 동해안의 경우는 급격한 해저 경사로 저수심 
영역이 해안 일부로 국한된다. 현재 기술로 대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서해 및 남
해 일부 해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해역을 수심에 따라 우선적용, 개발가능 및 장
기적 목표 해역으로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Fig. 3. Bathymetry of sea

수심(m) 특성 평가

0 - 5 육상 풍력과 유사 제외

5 - 20 현재 일반적인 적용 지역 우선적용 지역

20 - 30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역 개발가능 지역

30 - 50 기술개발 필요, 고정식 한계 개발가능 지역

50 - 부유식 적용 장기적 목표

Table 3. Classification of available area
by sea depth

2.4 연안 이격거리

육지로부터의 이격거리는 해상풍력의 경관 문
제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국내의 경우 
경관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은 없으며, 외국
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 한편, Hoogwijk 등(2004), Dhanju 등(2007), 
Eerens(2008) 등은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 평가를 
위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능성 등 다양
한 영향인자를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
여 왔으며, 그 중 Eerens(2008)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별 개
발 가능량을 표 4와 같이 추정하였다.

연안 이격거리 (km)
해상 면적의 최대개발 

가능 비율 (%)

0 - 10 4

10 - 30 10

30 - 50 10

Table 4. Social constraints at offshore

이 방법은 해양의 이용 현황, 가시성, 환경문
제 등 계획 단계에서의 불확실한 부분을 반영하
는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는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안 이격거리별 해상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해안선으
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출하였다.



- 503 -

수심별 제한 면적(k㎡)
최대설치가능 

터빈대수
최대설치용량(MW)

수심 0~50 m
전체영역 33,765 81,013 243,039 

사회․환경측면 고려 2,623 6,293 18,879 

수심 0~30 m
전체영역 20,952 50,270 150,810 

사회․환경측면 고려 1,544 3,704 11,112 

수심 5~20 m
전체영역 12,127 29,096 87,288 

사회․환경측면 고려 801 1,921 5,763 

Table 5. Development Capacity of offshore wind power (< wind class 3)

Fig. 4. Distance from the coastline

3. 개발 가능량 추정

3.1 추정 방법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부지의 선정은 표 1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지

선정에 앞서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과 같은 기준들 중에서 앞서 언급한 풍력등급, 수

심, 연안 이격거리에 따른 사회․환경적 제약 조건

을 고려하여 최대 풍력터빈 설치용량을 산출하였

다. 개발 가능 지역으로는 풍력등급 3이상이며, 

수심 50 m 이내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각 조건별 

해당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풍력터빈 

설치용량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량을 산출하였다.

3.2 단위면적당 설치용량

국내에서 해상풍력용으로 개발 중인 3 MW 용
량의 터빈제원을 이용하였다. 터빈제원은 허브 

높이 80 m, 블레이드 직경( D) 91.3 m 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터빈간 설치간격을 10 D × 5 D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설치대수는 

1/(10D․5D) = 2.399(대/k㎡)이며, 단위기당 

소요면적은 1/2.399 = 0.417(k㎡/대)이 된다.

3.3 개발 가능량 추정 결과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량을 추

정하면 표 5와 같다. 이는 국내 해역 전체를 대상
으로 풍력밀도등급 3 이상인 영역 중에서 각 수심
별 개발 가능량과 표 4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
려한 개발 가능량을 산출한 결과이다. 그 결과 고
정식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개발 가능한 용량은 
약 18.9 GW로 판단되며, 우선 적용 대상지역인 수
심 5~20 m 지역의 경우, 약 5.8 GW로 추정된다.

4. 결 론

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
기 위하여 풍황, 수심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량
을 추정하였다. 모든 입지조건을 각각 평가한 것
은 아니며, 풍황과 수심을 고려한 후, 이격거리별 
4~10%의 제약조건으로 개략 추정한 결과이나, 반
영조건들을 보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 30 m 이내의 영역에 대한 개발 가능용량이 
약 11 GW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7.3 GW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신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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