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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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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융합산업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융합한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에 유용
(4차 산업혁명) 태양광융합발전은 피크타임 에너지 다소비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에너지산업
●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기업이 피크타임 때 태양광융합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4차 산업혁명의 이슈인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파괴(기후변화)를 친환경 태양광으로
해소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요약

(일자리 창출)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하지만 태양광발
전은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높은 일자리창출 효과
● 태양광발전은 공간적·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여
일자리창출 효율성 및 공평성이 높음.
● 태양광발전은 에너지원 고갈, 환경오염 또는 기후변화로 발전소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낮아
일자리창출 지속 가능
(균형발전)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은 밀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 송배전망 비효율성이 크나,
태양광발전은 분산전원으로 이러한 비효율성 극복
● 낙후지역의 강, 저수지, 유휴농지 등에 태양광 설치로 소득창출 가능
따라서, 태양광융합발전은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기준에서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혁명 및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에너지원
이러한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 기업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양광융합산업 기술개발과 산업인력 양성 등이,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시장 및 공공시장 확
대가 필요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태양광융합산업
에너지는 사회·경제의 기반이며 에너지혁명과 산업혁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차 산업혁명과 석탄에너지, 2차 산업혁명과 석유에너지, 3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
태양광융합산업01]은 태양광발전산업(PV)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에너지운
영시스템(EMS)을 융합한 산업, 즉 ‘태양광융합산업=PV+ESS+EMS’ 개념
●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태양광융합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음02]
태양광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에너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
● 초연결과 초지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대규모 회로 연결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문제와 인공지능, 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태양광융합산업은 무한한 태양광을 원료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설치
및 시스템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참여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큼.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융합산업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효율성(efficiency), 공평
성(equity)0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기준으로 비교 분석

태양광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 문제 해소에 기여
(이슈) 초연결과 초지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대규모 회로망 연결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전환으로 피크타임04] 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인터넷과 에너지(전력망) 효율성
이 이슈
●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 시간대인 피크타임 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01] 태양광발전은 전력생산뿐이지만, ‘태양광융합산업’은 전력생산과 함께 이차전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otrage
Systems, ESS) 및 에너지운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s, EMS)까지 포함한 운용 개념의 산업을 말함.
02] 한화큐셀(셀 분야 세계 1위 및 모듈 분야)과 OCI(폴리실리콘 분야) 등 글로벌 태양광기업과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
03] 공평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에 대한 공정(불로소득 배제원칙)’을 기준.
04] 본 연구의 피크타임(peak time)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말함. 주로 오후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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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을 보면, 태양광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갖춘 애플의 새 본사
(애플 캠퍼스), 구글 본사의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화, 테슬라의 태양광과 저장시스템을 갖춘
‘기가팩토리’ 등의 태양광융합산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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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소비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중요

●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도 발열 문제를 해결할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
(효율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효율성 이슈는 기업 피크타임에 얼마나 값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에너지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있음.
● 전력의 특성상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전력생산을 피크타임에 맞추어
실제 평균사용량보다 크게 설비를 갖춤(비효율적 과설비 문제).
●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피크타임에 전력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특성이 있어 과설비 문제 해
결에 효율적
● 에너지 생산의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확인해 보면, 미국 에너지
청과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05]의 자료에 따르면, 1MWh을 생산하는 데
원자력발전은 99.1달러, 태양광은 대용량의 발전설비일 경우 46달러(~70달러)로 저렴
●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원 확보 관점에서 데이터센터에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지붕형, 건물일체형, 옥상설치형, 주차장, 도로가 등 다양하게 설치).
● 실제로 2012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예비전력 부족 문제06]가 최근 태양광 보급으로 상당히
해결됨.
● 태양광융합산업의 ESS와 EMS를 활용하여 가장 비싼 피크타임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기료를 절약
● 특히 태양광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인터넷(internet
of energy)07]의 EMS와 관련이 있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 대응
● 테슬라의 경우 태양광 기업인 솔라시티를 인수하여 태양광전지와 ESS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효과적으로 대응

0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7), New Energy Outlook 2017 .
06] 이두희 외(2013), 「예비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산업연구원.
07] 에너지인터넷은 지능형원격검침시스템(AMI)을 포함하여 전기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핵심.

03

그림 1 ] 보조금을 제외한 균등화발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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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azard Investment Bank(2015), Levelized Cost of Energy(LCOE) Analysis. Version 9.0(단, Battery storage
LCOE는 Version 8.0).

(공평성) 에너지 다소비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기업이 피크타임에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함
으로써 전기비용 문제를 해결
● 에너지를 사용할 4차 산업혁명 기업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공정성이 높음.
●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불평등 해결
● 태양광융합산업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이니셔
티브를 가질 수 있음(기회균등).
(지속가능성) 4차 산업혁명의 이슈인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파괴(기후변화)를 친환경 발전
원인 태양광으로 해소
●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거나 친환경 생산으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짐.
● 에너지운영시스템(에너지인터넷 등)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연계되어 초과 에너지 생산(예
비전력을 위한 생산)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높임.
● 한편, 태양광융합산업은 에너지운영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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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달러/MWh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브라질

멕시코

석탄

66

46

52

84

100

88

67

가스

49

107

95

78

87

82

57

원자력

174

-

199

풍력

52

72

72

63

70

72

73

태양광

67

76

68

78

94

1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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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017년 1분기 주요국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

자료 : BNEF(2017), 한국수출입은행(2017), 「2017년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사례) 2020년 이후 파리 기후변화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온실가스 감축과 태양광 관련 기술발전
으로 미국의 대형 태양광 발전단가는 2025년에는 30달러/MWh로 낮아질 전망(BNEF, 2017)
● 애플과 구글, 테슬라(솔라시티), 네이버 등의 본사와 데이터센터는 전력사용 증가와 발열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에너지 확보와 저장 및 운영이 가능한 태양광융합산업을 활용
● 미국은 2017년 1분기, 고정형 태양광 발전단가가 67달러/MWh인 데 비해 석탄화력이
66달러/MWh, 가스발전 49달러/MWh, 원자력의 경우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높아 평균단가는
174달러/MWh로 가장 비싼 발전원
● 영국은 2017년 1분기, 태양광 발전단가는 94달러/MWh인 데 비해 석탄화력이 100달러/
MWh, 가스발전 87달러/MWh(탄소세 때문), 원자력의 경우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높아 평균
단가는 199달러/MWh로 영국에서 가장 비싼 발전원
● 독일은 2017년 1분기, 태양광 발전단가는 78달러/MWh인 데 비해 석탄화력이 84달러/
MWh, 가스발전 78달러/MWh로 태양광이 이미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경쟁력 확보

태양광융합산업은 여타 발전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
(이슈)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자동화와 규모의 경제(장치산업)로 일자리창출
효과 미흡
(효율성)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태양광발전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
●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태양광발전은 15.7명 일자리가 창출되며08],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더 큼.09]
08] 100만 달러 투자에 따른 ESS 관련해서는 12~15명, EMS는 18~26명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
09] American Solar Energy Society(2007),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 Economic Drivers for the 21st
Century .

05

● 태양광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을 보면, 업스트림(upstream)은 주로 대기업형 산업이지만
다운스트림(downstream)인 인버터나 시스템, 설치 또는 운영 분야는 중소기업형으로 일자
리를 많이 창출
● 실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10]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태양광 분야 종사자
는 310만명으로 2012년 이후 급격히 확대
● 미국 Solar Foundation 보고서11]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태양광 분야 종사자는 총
26만 77명으로 전년보다 25%(5만 1,000개) 상승
*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설치 분야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만 7,133명(52%), 제조와 프로젝트 개발
분야는 각각 3만 8,121명과 3만 4,400명
* 태양광융합산업의 배터리 저장 분야에도 4만 7,634명

● 뉴욕타임스(2017)도 최근 미국 내 태양광 고용 인력이 약 37만명으로 원자력 7만명, 석탄
화력 16만명보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도12]
●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인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 2014)의 보고서에도, 원자력은
1,000MWe당 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태양광(PV)은 1,000MWe당 1,060명으로 두
배 이상 일자리 창출(석탄은 190명, 가스발전은 50명 등)13]

그림 2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Technology3

(Million jobs)
10
8
6
4
2
0

2012

표 2 ] 에너지원별 일자리 창출

2013

자료 : IRENA(2017).

2014

2015

2016

Jobs/MWe

Nuclear

0.50

Coal

0.19

Hydro ＞ 500MW

0.11

Hydro Pumped Storage

0.10

Hydro ＞ 20MW

0.19

Concentrating Solar Power

0.47

Gas Combined Cycle

0.05

Solar Photovoltaic

1.06

Micro Hydro ＜ 20 MW

0.45

Wind

0.05

자료 : NEI(2014).

10] IRENA(2017), 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17 , 2016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관련 종사자만 150만
명 이상.
11] Solar Foundation (2017), 2016 National Solar Jobs Census .
12] 석탄화력 분야 16만명 중 11만명은 석탄 채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실제 화력발전 인력은 5만명 정도.
13] Nuclear Energy Institute(2014), Nuclear Energy’s Economic Benefits : Current and Future ,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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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가능한 일자리창출 산업(기회균등)
● 원자력의 경우, 대기업과 첨단기술자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
규모 발전사업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또는 일반 기술자의 참여가 어려움.

w w w. k i e t . re . k r

(공평성) 태양광발전은 공간의 제한 및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 태양광융합산업은 설치에서 공간제약 또는 기술제약이 원자력 또는 화력에 비해 낮아 손쉽게
일자리 창출 가능
● 다만, 태양광융합산업 중 ESS나 EMS는 아직 가격이 높아 기회균등에는 한계
(지속가능성) 태양광은 햇빛이라는 무궁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원 고갈로 일자
리가 사라질 염려가 없고 환경오염으로 발전소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없어 일자리 지속가능
성 높음.
● 균등화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면 태양광발전의 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성장 경쟁력이 높음
(산업성장 관련 일자리 안정성).
● 원자력과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 자원 고갈, 환경오염 또는
재해위험(지진)과 미세먼지 등과 같이 자원과 환경 이슈에 민감해지고 있어 일자리창출에 한계
● 태양광융합산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배출권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유리한 산업
으로 일자리 지속성이 높음.

그림 3 ] 세계평균 균등화발전단가(비용) 추세

0.8

($ cents/kWh)

0.7
0.6

육상 풍력(Land-Based Wind)

0.5

해상 풍력(Wind-Offshore)
태양광(Solar Photovoltaic)

0.4

소수력(Small Hydro)

0.3

석탄(coal)

0.2

원자력(Nuclear)

0.1
0
2000

2005

2010

자료 : OpenEI(http://en.openei.org/); WEF(2016), Renewable Infrastructure Investment Hand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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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도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100기에 해당하는 100G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중국도 2020년까지 150GW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전망14]
● 2017년 세계 태양광 수요가 약 76GW 전망,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중국, 일본, 미국, 인도
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태양광발전 비율을 높이고 있음.
● 중국 National Energy Agency(NEA)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원자력발전소 24기에 해당하는 24.4GW를 태양광발전으로 설치(대단지 태양광이
17.29GW, 지붕형 소규모 태양광이 7.11GW)하였고 지금까지 누적된 태양광은 101.8GW
가 설치되어 전력을 생산 중(PV Magazine, 2017.8)
● 2017년의 전망을 보면, 중국이 30GW 이상, 인도는 9GW, 미국은 10~12GW로 지속적
인 일자리창출(한국수출입은행, 2017)
● 향후 2019년까지 450GW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전망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가능
●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태양광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시행으로 2017년 대비 20%
증가한 1.2GW가 설치될 전망이며 2020년까지 누적 10GW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일
자리창출 기대

태양광발전산업은 분산전원으로서 균형발전에도 기여
(이슈) 우리나라는 낙후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전력이 주로 생산되고, 수도권을 중
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전력이 주로 소비되고 있어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이 심각
●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전력 발전량은 전국의 31%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력 소비 비중은
그 절반인 16%에 해당
●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및 대도시(6대 광역시)에서의 전력 발전량 비중은 29.9%이나 전력
소비는 53%로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
(효율성)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의 경우 밀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 송배전망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나, 태양광은 분산전원으로서 생산된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송배전망의 비효
율성 극복 가능

14] 한국수출입은행(2017), 「2017년 2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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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할 태양광융합발전은 더 이상 위험한 크기의 송배전망을 갖출 필요가 없어 효율적
(공평성) 에너지 소비와 생산이 일치하여 지역 간 불공평 해소

w w w. k i e t . re . k r

● 향후 계속 증대되고 있는 전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 2016년에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 태양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9만 7,459GW,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지리적 잠재량은 2만 4,178GW, 현
재 관련 태양광 기술로 생산 가능한 잠재량 분석에서는 7,451GW15]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설비가 약 110GW이므로 잠재량이 부족하지 않음.
● 특히 기술적 잠재량에서 서울이 76GW, 부산이 92GW, 대구가 86GW, 인천이 191GW,
경기가 1,016GW로 지역 자체 생산과 소비가 가능(기회균등)
● 저수지나 4대 강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전력생산과 함께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고16]
낙후지역 소득도 증대
● 저수지나 농촌의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낙후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농가
소득 창출이 가능함.

그림 4 ] 우리나라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 분포 비교
지역별 전력 발전량 비중(2015)

지역별 전력 소비 비중(201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016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5]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2016),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16] 수상태양광의 경우, 저수지나 강 또는 바다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으로 수면에 비친 태양광이 반사되어 다시 태양광 모듈에 모이
는 점 때문에 발전 효율이 육상 태양광발전보다 약 10% 정도 높고, 자외선이 직접 수면에 내리쬐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수지의
녹조현상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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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태양광은 에너지 분산형 전력으로 지역 간 갈등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송배
전에 따른 환경파괴의 요소가 줄어 지속가능성이 높음.
● 도시지역의 지붕이나 건물, 창고 및 공공건물 등에도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며 송배전망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높고 자연재해(지진)에 대한 안정성도 원자력에 비해 높음.

태양광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급·수요 측면의 지원강화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모든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혁명 및 균형발전에 유리한 에너지원으로 판단
● 태양광융합산업 관련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장기 투자 전망도 지속적으로 증대
● 다만, 태양광융합산업 중 ESS나 EMS는 아직 가격이 높아 기회균등에는 한계
(중장기 전망) 이러한 특성을 가진 태양광융합산업은 중장기 전망도 밝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1kWh당 500원을 상회했던 태양광 발전단가가 매년 20% 이
상씩 하락함에 따라 2023년경이면 1kWh당 50~6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은 변화하는 세계
발전산업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 태양전지의 에너지효율 증대와 태양광융합발전 관련 기술개발(R&D) 지원 및 사업화(중소
기업 지원)
●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미흡한 부문 지원과 시스템(설치)과 인버터 등의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 태양광융합산업 관련 수출지원과 기업 혁신생태계 또는 태양광발전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초기 단품제조 위주에서 프로젝트 사업17]으로 이동하고 있어 파
이낸스 진입장벽 완화, 금융신상품 개발 및 개도국 유망시장 대상 신사업모델 개발·표준화 등
사업전주기에서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태양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태양광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인력양성 지원

17] 발전소 EPC, BOO, BOT, 토털에너지솔루션, 융복합사업 등을 포함한 복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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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지원
● 대학교 관련 학과 및 전문 마이스터고 등 산업인력양성 지원

w w w. k i e t . re . k r

● 특히, ESS와 EMS의 가격을 저렴해지게 할 획기적 기술개발과 차세대 태양광발전 관련 연

(민간시장 확대) 효과적인 민간시장 확대전략을 통한 태양광융합산업 시장 확보
● 태양광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과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태양광 또는 태양광융합발전
리스시장 확대(인터넷 판매 등)
● 공유가치창출형 태양광 설치 관련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확대 및 활성화
●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태양광융합 사업 활성화
(공공시장 확대) 첨단기술의 파일럿 태양광융합 제품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여 태양광융합 첨단기술상용화를 지원
● 스마트특성화전략으로 지역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태양광융합발전소 건립 : 학교, 공공시
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등
● 최근 농어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수지와 강변을 이용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11개 원전에 대한 대체가 가능(11GW)하며 녹조현상도 극복할 수 있음.
● 중동과 아프리카 사막지대의 태양광융합산업 수출 확대 또는 저개발지역에 대한 국제개발
원조 지원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시장 확대

이두희

서정현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 (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dhlee@kiet.re.kr
seojh@kiet.re.kr
044-287-3054
044-28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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