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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환경은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한시적 사업이 아닙니다. 발전사업허가의 영속성 (전지기술발전)



2

목 차

태양광과 신 재생 에너지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출권

다 양 한 사 례 모 음

사업성 분석과 금융조달방안



3

태양광 전지판 제조 공정

Poly Si
Ingot Wafer

Solar CellSolar Module

주조 절단

표면에칭

pn 접합

전극형성

Lamination

전력 생산

반도체

고순도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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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지판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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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 광전자라는 소립자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면

태양광발전(Photovoltaic) 원리

▲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기에너지가
발생된다.

▲ 광전자에너지가 전지에
흡수되어 전자로 변환된다.

▲ 외부의 가압이나 작동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장이 없고, 유해물질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총량 =  지구에서 사용하는 총량의 1만7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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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기

인버터

교류 전기 판매

햇빛

태양광발전 시스템개요

모듈

인버터

태양광 발전 설비는

청정에너지로 지구환경을 보호합니다.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로 만듭니다. 

반영구적이고 고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 무인화 운전이 가능합니다.

유지, 관리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옥상에 그늘 막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차광으로 여름철 냉방효과가 좋아집니다.

태양광 발전 전력은 정부에서 677.38원의 높은 가격
으로 15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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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모듈의 품질 및 수명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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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고갈
• 2020년경 원유 생산 량 Peak 도달 [IEA]

온실가스감축 의무 본격화

• 교토 의정서 발효 - 한국 2013년 적용

에너지 시장 불안정 심화
• 고유가 지속 [’05년 40, ’06년 70$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급부상

신
재
생
에
너
지

신
재
생
에
너
지

신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에너지파동
유가 폭등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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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세계 기후 협약 체결

2013 년 한국도 온실 가스 감축 의무 개시

왜 - 솔라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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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가 가져다 주는 재앙의 끝은 ?

Hurricane Katrina 
2005- 뉴올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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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현상

1.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란? 

대기 중 CO2 등의 미세 기체는,
•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는 투과 - ( 단파장) 
• 지구에서 반사하는 에너지는 흡수- (장파장 : 복사, 재 복사를 반복 )
• 온실효과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 = 지구온난화, 
현재의 추세로라면 4~5도/100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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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  기존 발생 이산화탄소 감소 시설/에는

이에 해당하는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인정하여 이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제도.

• 태양광 발전소는 1MW당 매년 약 880톤의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

교 토 협 약 :  기후변화협약 국가 38개국은 2008년 – 2012년 사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 (한국 : 2013 년 적용)

교 토 의 정 서 (Kyoto Protocol)-1997

0.54Kg /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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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 거래제 가격 지수 동향 2006년 01월 31일, EUA 2006 (유로/tCO2) 26.80유로

출처 : EU 배출권거래제 가격동향 업데이트, 2006.02.01, www.pointcarbon.com

• 탄소 배출권은 2006.1 유럽 선물시장에서 €$26/톤에 거래되었으며,  

• 향후 톤당 120 €$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됨. 

탄소 배출권 가격 동향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CDM을 대비하는

동안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를

세우는데 치중했다.
한겨레신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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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재앙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태양광 발전소 ,   탄소 배출권 확보



16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자연과 환경을 깨끗하게 쓰고 돌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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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50%이상으로 확대되며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클 것

신 재생 에너지 사용 예상
자료출처 : IBC SOLAR AG

독일- 2005년 모듈 설치 량 500MW, 

향후 10년 간 연 35% 신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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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연평균 일사량은 3,065kcal/㎡

• 남해안, 서해안 및 영주인근이 약간 높고,  

• 서울이 가장 낮으며, 

• 전국적으로 일사량 조건에 큰 차이가 없음

• 지구 전체의 -- 평균수준

• 태양광 발전의 사업성이 양호함.

한국의 일사량 조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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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설비용량기준 기준가격(원/㎾h)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태양광 30 ㎾ 이상 677.38 상업발전일로 부터 15년간

태양광 30 ㎾ 미만 711.25 상업발전일로 부터 15년간

풍력 10 ㎾ 이상 107.66 상업발전일로 부터 15년간

소수력 3 ㎿ 이하 73.69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립지가스 50 ㎿ 이하 65.2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 :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에너지 원 별 기준 가격표

-상업용 발전 차액 지원제도-

신 재생 에너지 전력 - 15년 동안 발전차액 지원 제도 - 전량 매입

15년 이후 - 전력 거래소 평균 거래 가격(SMP) - 전량 매입

매전 개시 후 15년간 가격 변동 없음



20



21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장점

안정적 수익 보장

세 금 감 면

운전 수명의 장기화

국가에서 15년 동안 발전차액 지원 금액으로 우선 구매 하고

이후 전력 거래소 가격으로 우선 구매 ( 발전원가 순으로 운전 )

시설 투자금의 1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  감가상각 공제

안정화된 기술 개발로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 사용가능.

저렴한 유지비용

친 환경적인 사업

토지의 효율적 활용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최소한의 인건비로 관리 가능.

태양광 발전은 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풍력과는 달리 소음이 없어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음

발전소 부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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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허가토지 인허가

발전사업신청발전사업신청

공사계획신고공사계획신고

매전 계약매전 계약

설계업체선정설계업체선정

사업개시신고사업개시신고

시 • 군청 도시계획과 와 협의 (개발행위허가)

시 • 도청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 도청에 공사계획 신고

한전과 인입점 검토 후 매전 계약

건설 후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설계 / 시공 업체 선정과 계약

시 • 도지사에 신고 후 전력 판매 개시

설계 및 시공설계 및 시공 설계, 토목, 시공, 시운전, 성능 및 안전점검

사용 전 검사사용 전 검사

태양광 발전소 사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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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춘천 의암호 붕어 섬 10만평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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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시설 200KWH (경북 칠곡 신태양 에너지)

국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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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명 : 태양광 시민 발전소 "햇살1호기" 

•운영기관 : YMCA전국연맹

•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부지면적 : 2,300평)   

•용량 : 200KWH 급 상업용 발전소

(2006년 3월 매전 개시, 

하루 평균 1000KWh 생산)  

* 투자비 : 20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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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p 인천 광역시 영흥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전자동 무인화, 공기 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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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 사례

독일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5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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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varia Solar Park
The 1.9 MW system in Günching is one of three PV systems with a
total of 10.1 MW. (Credit: © PowerLight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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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Naval Base Coronado의 San Diego NBC's solar 주차장 구조물
System Size: 750 kWac System 최대전력: 924 kW 

Solar Panels 수 : 3,078개 PV 표면 면적: 81,470 sq. ft. 

750 kWp750 kWp



30



31

Georgetown University - 1985
When completed in 1984, Georgetown Universi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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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업기술센터 (2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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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건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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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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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Panels
The latest technologies in PV allow for the manufacture of 
cells that can be rolled for easy transport or 
formed into non-flat shapes. (Source: N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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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에너지 기술연구소 내 ( 5kW X 3 )

추적식 태양광 발전 설비

추적식은 태양의 이동에 따라 모듈의 방향이 변경됨으로써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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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식 시스템을 장착하여, 수직으로 태양빛을 입사 받게 되어, 고효율 발전이 가능

▲ 양 축 시스템으로서 동서 방향의 추적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태양의 고도 변화에도 대응

추적식 (Tracking) 시스템의 원리

추적식 태양광 발전 설비

▲ 추적식 시스템은 고정식 보다 년간 30% 추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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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 국내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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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 국내 시장 동향

국민 투자 운용 =  3300억원 태양광 펀드 조성

(배당수익률 7%+ α + 운용수수료0.56% = 최소 7.56% + α)

미래 에셋 펀드 =  2천억원 태양광 펀드 조성

산업은행 = 3천억원 규모 탄소 배출권 펀드 조성

외국계 자본 = 국내 태양광 시장 직접 투자

( 미국 코어그룹, 파워라이트사, 독일 IBC 등)

국내 대기업 = 태양광 시장에 적극 진출
( 포스코, LG, 웅진코웨이, 현대중공업, 동양건설산업, 등)

태양광 시장 = 년 30% 이상 고성장 산업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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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중점 추진 사항

조합원
시설자금조달

•Escrow /acnt 방식 자금조달 (조합연대보증) 추진

• 금융권의 risk 회피대책 강구 및 조달비용 절감

•적정한 설치비용 유도 : System 업체와의 협의,

•주요자재의 직수입 또는 agent 수입 등 추진.

• system 업체에 합리적인 공급 가이드 라인 제시.

탄소 배출권
공동대응

탄소 배출 권 인증 확보 = 공동 사업 추진

배출 권 공동 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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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공동관리

• 안전관리 대행 규정 완화 추진 = 30kw이하 설비에 대하여

-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양성교육 제도 추진

• 안전관리 대행 업무 공동 관리 =  전담 대행사 위촉 - 비용절감

• 재해 보험 공동 가입 추진 =  부 보험 코스트 절감

• 시스템 유지보수 공동 관리 체계 구성 = 유지비용 절감

• 전기 판매 대금 청구 업무 대행 =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 세무 회계, 법무 처리 업무대행 = 조합 자문 세무사 및 법무사

• 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감리 등 절감 =  조합회원사 이용

• 모듈 및 주요 자재의 품질보증 확보 및 이행청구,

• 보안System의 공동관리 및 정기적인 청소 관리 등

= 시스템 관리 전담 팀 구성 운영

사업만 하세요. 조합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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