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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풍력은 육상보다 해상에서 양질의 풍황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지 구성이 가능하므로 최근 들어 해상 풍력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고정식 해상 풍력의 비용 절감을 통해 고정식 해상 풍력은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 국제재생에

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표준화발전단가(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관점에서 육상 풍력은 이미 화석 연료  대비 경쟁력 있는 표준화발전단가를 보여준다. 유럽 지역 고정식 해상 풍력은 2019 기준 53–94 
USD/MWh의 표준화발전단가가 기록되었으며, 2030년까지 화석 연료보다 낮은 표준화발전단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IRENA, 
2019).

윈드유럽(WindEurope)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의 해상풍력 잠재량의 80%(4,000GW), 60%(2,450GW), 80%(500GW)가 수

심 60m 이상의 깊은 해역에 집중되어 있다(WindEurope, 2017). 이러한 수심에 고정식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큰 하부 구조

물과 고강도 강재와 같은 특수 재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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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have attracted more attention as a new renewable energy resource while 
bottom-fixed offshore wind turbines reach their limit of water depth. Various projects have been proposed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stalled 
floating wind power capacity, but the economic aspect remains as a biggest issue. To figure out sensible approaches for saving costs,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between floating and bottom-fixed offshore wind turbines was carried out. The 
LCOE was reviewed from a social perspective and a cost breakdown and a literature review analysis were used to itemize the costs into its 
various components in each level of power plant and system integ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st proportion in capital expenditure of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results in the substructure par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a bottom-fixed wind turbine. A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was found to have several advantages over a bottom-fixed wind turbine. Although a similarity in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tructure is revealed, a floating wind turbine still has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be maintained at a seaport. After 
emphasizing the cost-reduction advantages of a floating wind turbine, its LCOE outlook is provided to give a brief overview in the following 
years. Finally, some estimated cost drivers, such as economics of scale, wind turbine rating, a floater with mooring system, and grid 
connection cost, are outlined as proposals for floating wind LCO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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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 풍력은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이 해저에 고정되지 않고 풍력 발전기를 부유식 구조물 고정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2009년에 노르웨이의 에너지 기업인 Equinor는 세계 최초로 터빈 용량 2.3MW 및 로터 지름 82.4m의 부유식 풍력 발전기 Hywind를 수심 

220m 노르웨이 서부 해안에 설치하였다. 이후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설치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 세계 누적 설치 용량

이 124MW에 이르렀다(Spearman and Strivens, 2020). 부유식 해상 풍력은 주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에 의하여 

개발됐으나 대부분은 실증 모델까지만 검증이 되었다.
해저 수심 60m 이상에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정식 해상 풍력의 단

점인 연안 생태계 훼손, 주민 민원, 소음 발생 등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발

전에 집중하는 주세이며 약 20개 중·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부유식 해상 풍력의 발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설치 수심이 깊어질수록 에너지 운송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유식과 고정식 해상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의 LCOE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시장 및 전망

2.1 국외 시장 및 전망

2009년에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 풍력인 Hywind의 운전을 시작한 후 설치 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202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설치 용량이 

124MW이며, 그 중에 90% 이상은 유럽에서 설치되어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준비 중이며 2020년 이후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Table 1 참조). 2030년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설치 용량이 10–30GW, 2050년에는 

25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Fig. 1 및 Table 2 참조).

Project Country Capacity [Turbine rating] Commissioning date
Hywind Scotland UK 30 MW [6 MW × 5] 2017 (in operation)

Wind Float Atlantic Portugal 25 MW [8.3 MW × 3] 2020 (in operation)
Kincardine UK 50 MW [2 MW × 1, 9.6 MW × 5] 2021

Groix and Belle-lle France 28.5 MW [9.5 MW × 3] 2021/2022
EFGL France 30 MW [10 MW × 3] 2021/2022

EolMed France 30 MW [10 MW × 3] 2021/2022
PGL wind farm France 25.2 MW [8.4 MW × 3] 2021/2022

Goto City Japan 22 MW [2MW × 1, 5 MW × 4] 2021/2022
Hywind Tampen Norway 88 MW [8 MW × 11] 2021/2022

Fig. 1 Global cumulative floating offshore wind power capacity installation (Spearman and Strivens, 2020)

Table 2 Global wind energy growth (IRENA, 2019) 
Wind turbine type 2030 2050

Onshore wind 1,787 GW 5,044 GW
Bottom-fixed offshore wind 228 GW 1,000 GW

Floating offshore wind 5-30 GW 250 GW

Table 1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expected to be commissioned by 2022 (Spearman and Strive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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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에 Equinor의 Hywind 프로젝트와 Principle Power Incoporated(PPI)의 WindFloat 프로젝트가 가장 선

진화된 기술로 평가된다. Equinor는 2009년에 2.3MW급 Hywind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

한 Hywind Scotland 프로젝트(Fig. 2 참조)를 추진했으며 2017년부터 풍력 발전 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해저 수심 95m–120m
에 5개의 6MW급 터빈을 주상형(Spar) 부유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PPI사는 2011년 2MW급 WindFloat 1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검

증한 후 WindFloat Atlantic 프로젝트(Fig. 3 참조)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포르투갈 해안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2020년 중반에 완성되었다. 이 풍력 발전 단지는 반잠수형(Semi-submersible) 부유체를 적용하였으며, 3개
의 8.4MW급 터빈을 포함한다.

실증 모델인 WindFloat 1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는 5년 동안 최대 18m의 파고를 견디면서 11G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5년 평균 

47%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였다(Weinstein, 2014). 실증 모델인 Hywind는 2009년 설치된 이래, 최대 19m의 파도를 견디면서 55GWh 이상

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2011년 평균 이용률 50%를 기록하였다(Equinor, n.d.). 2017년에 설치된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Hywind Scotland는 운영 시작후 첫 3개월 이용률이 65%이고 2년 동안의 평균 이용률이 56%였다(Equinor, 2020). 이와 같이 부유식 해상 풍

력은 평균 이용률이 40% 이하인 고정식 해상 풍력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Fig. 2 Hywind Scotland floating wind turbine concept by Equinor

Fig. 3 WindFloat Atlantic floating wind turbine concept by 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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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의 시장 및 전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Korea Energy Agency, 2020)에 따르면, 한반도 해상 풍력 자원 잠재량은 최소 경제성 기준 41GW로 추정

되며 특히 연평균 풍속 8m/s 이상 양질의 바람이 불고 넓은 대륙붕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단지 조성에 적합한 동남쪽 해역 및 제주 인근 해

역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에 적합하다(Fig. 4).
2019년 기준 해상 풍력은 72MW(5개소, 28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전체 풍력 발전 누적 설치 용량의 4.8%를 차지한다(Korea Energy 

Agency, 2020). 2019년에 750kW급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 앞 2.6 km의 해상(Fig. 5)에 설치 예정이

다. 이후 MW급 부유식 해상 풍력 연구 개발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2021~2025년까지 정부출연금 270억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8MW급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 및 제작하는 과제가 시작되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0MW급, 
2030년 이후 울산에 1.4GW의 부유식 풍력 단지 및 동남권에 4.6GW의 부유식 풍력 단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Min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Fig. 4 Wind resource map of Korean Peninsula of mean wind speed at 100 m height above ground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2015)

Fig. 5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first 750-k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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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의 표준화발전단가

에너지 생산 자원의 경제성은 표준화발전단가에 기반한다. 표준화발전단가는 해당 발전기의 수명 기간 전체에 걸친 평균 발전 원가로 

이해되며, 측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단위(kWh)당 평균 실질 발전 비용(원)을 의미한다(Lee and Kim, 2020). LCOE는 발전기의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총 발전량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산정되며(Lee, 2017)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위 식에 는 번째 발전 설비의 발전 시스템 비용, 는 번째 발전 설비의 전력 생산량, 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Samadi(2017)의 연구에 따라 발전 관련 비용은 발전소 차원의 비용, 전력 시스템 관련 비용, 사회 환경에 관련 외부 비용 등으로 구분된

다. 

3.1 발전소 차원의 비용

발전소 차원의 비용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 초기 자본, 연료비, 운영 유지비 및 내재화된 환경 비용을 포함한다(Samadi, 2017). 신재생 에

너지인 부유식 해상 풍력의 경우는 연료비 및 내재화된 환경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자본 및 운영 유지비만 고려한다.
Table 3은 참고문헌(Harries and Grace, 2015; Rhodri and Marc, 2015; Gabriela et al., 2016; Valpy et al., 2017; Tyler et al., 2019, Lerch, 2019) 

조사를 통해 분석한 초기 자본의 주요 구성을 나타낸다. 이 표는 용량이 다른 풍력 터빈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이므로, 고정식 풍력과 부유

식 풍력의 초기 자본 비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 풍력의 차이점을 일반적으로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Rhodri and Marc(2015)는 초기 자본에 개발 관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자본은 개발 관리 비용

(Development cost), 풍력 터빈 비용(Turbine cost), 발전 보조 기기 비용(Balance of plant, BOP), 운송 설치 비용(Installation cost) 등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개발 관리비는 개발, 설계, 해양 환경 조사, 관리 및 건설 보험 등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며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부유식 풍력의 경

우, 해저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식보다 해저면 환경에 대한 조사의 규모 및 수준이 상당히 낮으나 심해에 설치하기 위한 기상의 분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Research Bottom-fixed wind Floating wind Note

Harries and Grace, 2015

- Development: 4%
- Windturbine: 45%
- Balance of plant: 33%
- Installation: 18%

- Development: 2%
- Windturbine: 21%
- Balance of plant: 73%
- Installation: 4%

Based on 2015 data for bottom-fixed offshore 
wind turbine 
Based on assumption of 2020 projection for 
floating wind turbine

Rhodri and Marc, 2015
- Wind turbine: 40%
- Balance of plant: 37%
- Installation: 23%

- Wind turbine: 42%
- Balance of plant: 45.5%
- Installation: 12.5%

Based on assumption of a bottom-fixed 
offshore wind farm
Based on assumption of a floating offshore 
wind farm

Benveniste, et al., 2016

- Development: 4%
- Windturbine: 39%
- Balance of plant: 31%
- Installation: 26%

- Development: 4.8%
- Windturbine: 37.6%
- Balance of plant: 44.5%
- Installation: 13.1%

Based on assumption of a 10 MW 
bottom-fixed offshore wind turbine
Based on assumption of a 10 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Valpy et al., 2017

- Development: 4.7%
- Windturbine: 51.3%
- Balance of plant: 27.9%
- Installation: 16.1%

 Based on assumption of a 500 MW 
bottom-fixed offshore wind farm

Tyler et al., 2019

- Development: 5.1%
- Windturbine: 31.9%
- Balance of plant :40.9%
- Installation: 22.1%

- Development: 4.7%
- Windturbine: 24.4%
- Balance of plant: 47.1%
- Installation: 23.8%

Based on assumption of a 600 MW 
bottom-fixed offshore wind farm
Based on assumption of a 600 MW floating 
offshore wind farm

Lerch, 2019

- Development: 5%
- Windturbine: 40%
- Balance of plant: 31%
- Installation: 25%

- Development: 5%
- Windturbine: 39%
- Balance of plant: 50%
- Installation: 6%

Based on a 4.14 MW bottom-fixed offshore 
wind turbine
Based on a 10 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Table 3 Capex break-down according to some researches 



Prospects and Economics of Offshore Wind Turbine Systems

Table 4 Offshore wind turbine cost break-down 

Wind turbine cost 5 MW turbine1) 10 MW turbine2)

  Nacelle: 41.70% 60.61%
- Bedplate and shaft 3.70% 6.06%
- Main bearing 1.30% 3.03%
- Gearbox 16.70% 10.61%
- Generator 4.20% 15.15%
- Power take-off 6.70% 10.61%
- Control system 2.80% 3.79%
- Others 6.30% 11.06%
  Rotor: 25.00% 28.79%
- Blade 17.50% 19.70%
- Hub casting 1.30% 2.27%
- Pitch system 2.50% 1.52%
- Others 3.70% 5.15%
  Tower: 16.70% 10.61%
- Tower 16.70% 10.61%
  Miscellaneous components: 16.70% NA

1) Bjerkseter and Agotnes (2013)
2) Offshore Renewable Energy Catapult (2019)

풍력 터빈 비용은 로터, 나셀 및 타워 등 3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로터는 블레이드, 허브, 보조 시스템, 블레이드 베어링 등을 포함하

며 나셀은 구동계, 동력 인출 장치, 제어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다. 터빈 비용 중 나셀 및 나셀 안에 포함된 부분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로터 비용이다. Table 4는 5MW급 및 10MW급 풍력 터빈 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표이다. 10MW급으로 변경 시 

나셀 비용이 많이 증가하며, 특히 발전기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 직결형 10MW급 터빈의 경우, 발전기의 비용이 2배로 증가한다

(Offshore Renewable Energy Catapult, 2019).
발전 보조 기기는 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 계류선, 앵커, 연결 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부유식의 하부 구조는 부유체이며 약 40가지의 

개념이 제안 되었지만(Spearman and Strivens, 2020), 주로 주상형(Spar), 반잠수형(Semi-submersible), 인장각형(Tension leg platform, TLP) 3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Fig. 6).

주상형 부유체는 흘수(Draft)를 깊게 적용해 해상 운전 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심이 깊은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인장각형 형

식은 계류선(Tendon)의 초기 장력을 이용해 설치되어서 해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역에 적합하며 수심에 따라 설치 비용도 증가한다. 반
잠수형의 경우, 계류선의 자중에 의하여 위치 유지가 가능해서 50m 이상의 수심에 적합하다(Table 5). 2020년 기준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의 67%는 반잠수형이다(Lee and Zhao, 2020). 주상형과 인장각형의 경우, 중량이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감소하지만, 운송 및 설치 과

정이 반잠수형보다 복잡하다. 반잠수형은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원자재가 더 소요되지만, 운송 및 설치 용이, 저 수심에 설치 가능 등의 장

점이 있다.

Fig. 6 Main substructure types of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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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ffshore wind turbine cost breakdown1) 

Item Spar Semi-submersible TLP
Weight heavy heavy light

Wave sensitivity low high low
Pitch stability ballast buoyancy mooring

MCF2) 120% 200% 130%
Water depth > 100 m > 50 m > 50 m

1) Jung and Lee (2020)
2) MCF (Manufacturing complexity factor): The relative complexity 

of manufacturing in compare with the bottom-fixed monopile type.

Table 6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break-down 

O&M cost Components % in LCOE

500 MW 
wind farm1)

Bottom-fixed
- Material: 15%
- Labour: 10%
- Equipment: 75%

22.0% 
(average)

Floating
- Material: 13%
- Labour: 9%
- Equipment: 79%

25.0% 
(average)

600 MW 
wind farm2)

Bottom-fixed - Operation: 23%
- Maintenance: 77% 34.3%

Floating - Operation: 22%
- Maintenance: 78% 29.5%

1) Bjerkseter and Agotnes (2013)
2) Tyler et al. (2019)

고정식과 부유식은 발전 보조 기기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고정식의 터빈 비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육상 풍력의 기초 설

계를 응용하게 되어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이다(Lerch (2019)의 경우 고정식과 부유식의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을 모두 크게 예

측). 부유체 개발 및 건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고문헌은 부유식의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을 높게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

어, 6MW급의 터빈에 기반한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의 결과에 따르면, 고정식 풍력 발전의 경우 터빈 비용과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의 차이는 9%이지만, 부유식 풍력 발전의 경우 22.7%이다(Table 3). 이는 부유식 풍력 발전의 발전 보조 기기 비용 중 부유체가 큰 비

용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유체 개발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부유식의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운송 설치비는 운송, 설치 그리고 해체비를 포함한다(Sun, 2020). 운송 설치비는 발전기의 부유체 형식에 따라 다르다. 반잠

수형 부유체는 육상에 조립 후 설치 장소에 예인하기 때문에 설치과정이 쉽고 설치비도 낮다. 주상형 발전기는 부유체를 설치 장소에 예인

하여 평형수 제어를 통하여 운용 자세를 갖춘다. 이후 발전기에 타워를 탑재한다. 인장각형의 경우, 다양한 운송 설치 방식이 있다. 예를 들

어 독일의 GICON(Grossmann Ingenieur Consult) TLP는 육상에서 부유체에 타워 및 RNA(Rotor nacelle assembly)를 탑재한 후 예인선 예인

(Wet towing) 또는 운송선 예인(Dry towing)을 통하여 신속하게 현장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식 해상 풍력보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설치할 때 잭업식 풍력 설치선의 동원이 필요없다. 잭업식 풍력 설치선의 임대료는 하루 약 150,000£(약 2.3억 원 이상)인 반면 예인선 임대

료는 하루 30,000£(약 4.7천 만원) 수준이다(Jame and Costa Ros, 2015).
운영 유지비는 발전기 운영을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이며 운영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분류된다. 비용의 구성 및 비중이 고정

식 발전기와 비교해 거의 비슷해 풍력 발전기의 총비용의 약 22%–34%이다(Table 6). 운영 유지비 중 큰 비중은 유지보수비이다. 부유식 발전

기의 경우, 상대적 높은 풍속이 있는 해역에 설치되므로, 직결형보다 증속기형 터빈의 유지보수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잠수형 부

유식 풍력의 경우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육상으로 예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정식보다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부유식이 유리하다.

3.2 전력 시스템 관련 비용

전력 시스템 비용은 통상 계통 비용으로 불린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

다(Lee, 2017). 이는 계통비용을 유발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다. 참고문헌(Jang, 2019)에 따르면 계통 비용은 밸런싱 비용

(Balancing cost), 그리드 비용(Grid cost), 프로파일 비용(Profile cost)으로 분류된다. 밸런싱 비용은 일기예보 오차 등으로 인한 신재생 발전

량이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그리드 비용은 주로 신재생 발전기를 송배전망에 연결하기 위한 송배전망 접속 비용 및 계통 보강비를 의미한

다. 프로파일 비용은 신재생 발전량이 기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함에 따른 비용이다.
표준화발전단가는 자본 비용 및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항상 포함하지만, 계통 비용은 국가별로 표준화발전단가에 포함하는 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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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 상이하여 국가별 또는 프로젝트별 표준화발전단가의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EWEA, 2016). 
2014년에 유럽의 풍력 에너지의 평균 보급률이 약 10.2%일 때 풍력 에너지의 밸런싱 비용이 2‒3€/MWh였지만, 보급률이 20%로 증가할 

때 밸런싱 비용은 약 4.5€/MWh까지 증가하였다(EWEA, 2016). 
프로파일 비용은 밸런싱 비용과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파일 비용도 증가한다(Jang, 2019). 단, 이 자료는 

고정식 육상 풍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상 풍력의 프로파일 비용에 대한 분석 연구는 거의 없다. 
고정식 해상 풍력이나 고정식 육상 풍력보다 부유식 해상 풍력은 전력 소비지에서 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리드 비용이 높을 가능성

이 크다. OECD NEA(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uclear Energy Agency)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비용 

대비 그리드 비용의 비중은 해상 풍력의 보급률이 10%일 때 70%, 보급률이 30%일 때 46% 정도를 차지한다(OECD NEA, 2018). 부유식 해

상 풍력의 그리드 비용은 표준화발전단가의 약 24% 정도를 차지하며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등과 같은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다(Myhr 
et al., 2014).

3.3 사회 관련 외부비용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대기 오염, 방사성 물질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회 관련 외부 비용이 거의 없다. 국내 산업

조직학회 표준화발전단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외부 비용은 정책 비용만 포함한다. 정책 비용은 해상 풍력의 각종 보상 비용(생태계 비용, 
민원 보상)이다(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8). 고정식 해상 풍력의 경우, 연안 생태계 훼손, 소음 문제, 주민 민원 등과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 보상 비용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 반면 육상에서 멀리 심해에 설치되는 부유식 해상 풍력은 이로부터 비교적 자유

롭고, 환경 보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
일본 비용검증위원회의 정책 비용은 인재 육성, 효율 향상 기술 개발, 홍보, 입지 교부금 외에도 FIT(Feed-in tariff) 매입 가격으로 보장받

은 추가적 이윤도 포함한다(Choi et al., 2019). FIT 매입 가격은 발전 차액 제도라고 부르며 재생 에너지 거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

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주로 미국, 일본, 독일에서 적용되는 제도이다. 일본의 부유식 해상 풍력 FIT 매입 가

격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6￥/kWh으로 유지되었다(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9). 한국은 FIT 제도를 운용하다 2012년부

터 폐지하였다. 이후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되었다. 공급 의무자로 선정된 발전 사업자

는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구입하여 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Yoo, 2018). REC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며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REC 단위로 발행된다(Song, 2012).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상 풍력의 가중치는 계통 거리(Grid connection)에 따라 2.0부터 3.5로 책

정되었다.

Table 7 REC for offshore wind turbines1) 

Grid connection (km) REC weighting factor

d < 5 2.0

5.0≤d<10.0 2.5

10.0≤d<15.0 3.0

d≥15.0 3.5
1) Korea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Center (n.d.)

3.4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가 절감 방안

여러 참고문헌(Wiser et al., 2016; Beiter et al., 2017; Hundleby et al., 2017; WindEurope, 2018; DNV GL, 2020; Wiser et al., 2021)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표준화발전단가 전망을 추세선으로 나타내었다(Fig. 7). 여기서 두꺼운 흑선 및 적선

은 각각 부유식 해상 풍력과 고정식 해상 풍력의 지수형 추세선이다. 부유식 풍력의 추세선의 기울기가 고정식 풍력의 추세선 기울기보다 

급하며, 이는 부유식의 표준화발전단가가 고정식보다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상업 운전 이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유럽 부유식 풍력 단지의 표준화발전단가는 약 180–275＄/MWh(Wiser et al., 2016; 

WindEurope, 2018)로서 고정식 풍력보다(2018년 기준 평균 130＄/MWh) 거의 두배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부유식 발전 표준화발전

단가는 135-175＄/MWh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Hundleby et al., 2017; WindEurope, 2018). 부유식 풍력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터

빈 대형화, 단지 대형화를 통하여 2035년경에 표준화발전단가가 약 60＄/MWh로 감소하여 고정식 풍력 표준화발전단가와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Wiser et al., 2021).
부유식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요소는 단지 용량, 터빈 용량, 발전 보조 기기 비용, 그리드 비용 등이다(OREC, 2021). 

예를 들어 실증 모델보다는 상업 단지의 초기 자본이 현저히 감소한다. Fig. 8에 보인 바와 같이 Carbon Trust는 실증에서 상업 단지로 변경 

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초기 자본이 48%를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Rhodri and Marc, 2015). Equinor는 세계 최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Hywind Scotland) 초기 자본 비용이 실증 모델보다 60%–70%를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Equinor,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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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pex for floating wind devices by development stages (Rhodri and Marc, 2015)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비용 절감의 가장 큰 요소는 터빈 용량이다. 터빈 용량은 지속적으로 대형화되었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원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해상 풍력 분야는 이러한 구조물의 높이, 거리 또는 인양 요건을 견디기 위해 새로운 크레인과 선박이 개발되

는 전환 시점에 있으며 터빈의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빈 시장의 상업적 성숙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으며,  대형 터빈의 설계 및 제작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9.6MW급 터빈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단지용(WindFloat 
Kincadine 프로젝트)으로 사용되었으며, 2030년경에 15MW급, 2037년경에 20MW급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가 영국에 설치될 예상이

다(Offshore Renewable Energy Catapult, 2021).
초기 자본 비중이 큰 부유체의 설계 및 성능을 계속 혁신하여 규격 및 무게 감소를 통하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계류선 소재 개

발, 설계 표준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앵커, 계류 시스템 및 부유체의 통합 설계 개념을 통하여 비용 절감도 가능하며, 운송/설치 

및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orizon 2020이 추진하는 COREWIND(COst REduction and increase performance of floating 
WIND technology) 프로젝트의 목적은 앵커 시스템 및 전력 케이블 개선을 통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를 15%를 감소하는 

것이다(Ramboll Group, n.d.).
현재 육상용 터빈을 수정하여 해상에 적용하고 있지만, 해상 풍력 전용 터빈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증속기형 풍력 터빈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증속기는 높은 유지보수비를 요구한다. 직결형 풍력 터빈은 발전기와 날개와 직접 연결되어 이용률도 높고 유지 비용이 적은 장점

을 가지므로, 해상 풍력에 더 적합하다.
표준화발전단가에서 그리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전력 공급사를 위하여 송전 접속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정

책을 제안하였다(Swedish Wind Energy Association, 2021). Bulder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여러 나라의 해상 그리드 통합을 통하

여, 표준화발전단가의 7.7%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그린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유식 해상 풍력의 그리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영국

의 Dolphyn 프로젝트는 부유식 해상 풍력을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이다. 2024년에 2MW 실증을 시작한 후 2027년에 10MW 
시스템을 Kincardine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에 설치할 예정이다(Scottish Government, n.d.).

Fig. 7 Global LCOE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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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고정식 해상 풍력은 수심과 해저 지반에 따른 제약이 많아서,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 및 실

증/단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 세계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의 누적 설치 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

하는 분위기이다.
부유식 해상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 감소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부유식 및 고정식 해상 풍력 발전의 표준화발전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표준화발전단가를 발전소 차원의 비용, 전력 시스템 관련 비용 및 사

회 관련 외부 비용으로 분류하였다. 각 비용 항목의 세부 항목을 Table 8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

Table 8 LCOE break down under social perspective

Primary category Second category Tertiary category

Plant-level cost
Capital cost

Development & management cost
Turbine cost

BOP cost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cost

O&M cost
Operation cost

Maintenance cost

System 
integration cost
(System cost)

Balancing cost
Grid cost

Profile cost
Social cost Compensation cost

발전소 단위에서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 풍력의 주요 차이점은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의 비중으로 확인되었다. 고정식 해상 풍력의 경우 터

빈 비용이 가장 크지만, 부유식 해상 풍력은 부유체를 포함한 발전 보조 기기 비용이 발전소 비용 중에서 가장 크다. 부유체는 다양한 형식

이 있기 때문에 해역에 적합한 부유체 선정 또는 개발을 통하여 발전 보조 기기 비용과 운영 유지비도 줄일 수 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의 경

우 고정식 해상 풍력보다 생태 조사비, 운송 설치비, 유지보수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력 시스템 단위에서 밸런싱 비용 및 프로파일 비용에 대한 분석이 아직도 부족하여,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부유식

의 경우 고정식에 비하여 원거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드 비용 측면에서 부유식의 경쟁력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 전기의 그린 

수소 저장 기술(Power to gas, P2G) 등을 통하여 부유식의 그리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 고정식 해상 풍력이 부유식 해상 풍력보다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

유식 해상 풍력의 환경 사회 관련 외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부유식 해상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는 고정식 해상 풍력의 표준화발전단가보다 두 배를 상회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2035년경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이 고정식 해상 풍력과 동등한 표준화발전단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규모화, 터빈 

대형화, 발전 보조 기기 비용 절감, 그리드 비용 절감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표준화발전단가를 감소하므로서, 부유식 해상 풍력은 가장 경

쟁력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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