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특

집
집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곽 대 종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djgwak@kiet.re.kr

〈요

약〉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 등의 지속가능발전 차원을 넘어서 고용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역사가
일천하여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글로벌 경
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후퇴 예상에 따른 정부 지원
규모의 감소와 중국 신흥기업의 물량공세가 맞물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
계는 극심한 글로벌 생존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산업특성상 중소·중견기업도 보유 역량과 노력 여
하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선진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흥기업들의 사례는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바람직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중소
기업의 공생발전 방안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소규모 설치에 대한 지원 강화, ODA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 지원 등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시책이 요구된다.

1. 머리말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자원
이 거의 전무한 우리로서는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

수준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근본적
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후반 이
전만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에
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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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다른
시급한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히 취급됨에 따라 중요한 이슈임
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과제로서 취급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이 임
박해지고 있어 더 이상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머
뭇거릴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을 전후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 및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오바마 플랜’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해 온 유럽 및
일본에서도 여러 관련 정책 및 프로
그램들의 확충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 출범한 신정부
는 미국 등 선진국과 거의 같은 시기
을 최우선 국정
에「저탄소·녹색성장」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한 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천명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새로
운 기원이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의 육성과 관련한 국내 제반 여건은
공업화를 시작한 개발연대와는 전혀
달리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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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의 존재로 인해 매우 양호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관 산
업과의 효율적 연계와 관련 중소기업
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
너지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의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더블 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축소가 국내외적으로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특히 태양광 등
에서 중국 등의 물량공세가 극심하여
국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극한의 생존 경쟁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
생에너지산업 관련 해외 동향을 간략
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그동
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
과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관점
에서의 평가를 간략히 시도해 본 후,
핵심 이슈, 향후 과제 및 정책 지원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동향 및
시사점
(1) 신·재생에너지산업세계시장동향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세계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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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규모(2009)
단위 : 억 달러

세계시장 규모

디스플레이

항공

반도체
(중 메모리)

885

4,450

2,267(425)

철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5,000

11,600

1,620

자료: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 2010. 10.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8%씩 성장하
여 2009년 1,620억 달러에 달한 것으
로 추정되며 향후 2015년 4,000억 달
러, 2020년 8,000억~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디스플레이산업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세부 업종 차원에서도 풍력(635억 달
러)이나 바이오에너지(449억 달러)의
경우 이미 메모리반도체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구체적으로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약
30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향후 2020년에는 1,000억 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효율 제고와 같은 기술개발이 진전되
고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에 따라 향후 3~5년 내에 화석연료
를 통한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선진국은 원천기술에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반면, 중국은 셀 및 모듈을
중심으로 규모 우위를 바탕으로 물량
및 가격에서 세계 시황을 좌우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결정질 실리
콘 태양전지의 1세대 기술은 단가 인
하에 병행하여 고효율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박막 등 차세대 기술을 둘러
싼 R&D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이미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 2009년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약
63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향후 2020
년에는 약 1,20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에 비해
원가 면에서 유리하여 각국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재생에너
지 사이에서의 절대적 위상이 당분간
은 유지될 전망이다. 기술적으로는
5MW급 이상의 대형화가 주요 이슈
이며 특히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 경
험(Track Record) 확보 경쟁이 치열
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입지적으로 제
한이 있는 육상풍력에 비해 유럽·미

1) 이하 세계시장 동향 및 각국 정책 내용은 지식경제부(2010),「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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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및 풍력에서 중
국의 위상이 최근 급성장한 점이 두
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10대 기
업에 태양전지 및 모듈에서 Suntech,
Yingli, JAsolar 및 Trinasolar 등 4개
기업이 랭크되어 있을 정도이며, 풍력
에 서 도 Sinovel, Gold Wind 및
Dongfang이 각각 3, 5, 7위에 진입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내수시장에서
자국 제품을 쓰도록 하는 정책에 힘
입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 내 발전
을 위해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
국도 전방위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
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 경
제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기
존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의 핵심수
단으로 간주하여 각종 수요 및 공급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2008년 오바마 구상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며 2009년 기준으로 10.4% 수준인
전력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후 2025년 25%로 제고할 계획이
다. 특히 첨단에너지개발계획(ARPAE: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을 통해 풍력 등의
단기 상용화 기술 개발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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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총에
너지 대비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향후 2020년 20%로 대폭 제고
할 계획을 관련 EU Directive에 명시
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유
럽에너지기술전략계획(SET-Plan)」
에
의거하여 풍력, 태양광 등의 6대 유망
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향후 2008년 기준으로 약
3.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후 2020년까지 10%로 제고할 계획
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중반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5개년 프로젝트에 착
수한 바 있으며 주요 기업을 중심으
로 유기 태양전지와 박막 태양전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7년 현재 8%인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후 2020년까
지 15%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한 해에만 346억 달러
를 투자할 정도의 기조를 계속 유지
하여 향후 2020년까지 총 7,400억 달
러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계
획이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 초기에 법인세 및
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설비대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 시사점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성장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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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은 외부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맡길
경우 발전단가상 화석연료에 비해 불
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은
R&D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급측
면의 지원정책에 의해 공급시장의 기
반이 형성되고 발전차액 지원 등의
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시책에 의해
수요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기본 특성
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이 중심 의제
였던 2000년대 중반 이전에도 그러하
였지만 특히 2008년 이후 심화된 글
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미국, 유
럽 및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
국 등 신흥경제국에 이르기까지 신·재
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
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주력 제조업과는 달리 신·
재생에너지산업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요소측면에
서 기존 주력산업은,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경우 노동, 철강산업의 경우는
자본 등과 같이 요소집약적인 데 반
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술집약적
인 특성을 가진다. 발전단계 면에서는
기존 주력산업은 발전 초기에 내수시
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규모 및 경
쟁력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출에 나
서는 데 반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시작 시점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
로 한다. 이는 아직까지는 선·후진국
을 막론하고 국내 에너지 및 발전 수
요시장이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
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국
내 시장이 작은 데에도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기업규모 면에서는 기
존 주력산업이 철강, 자동차 등과 같
이 대기업 중심인 데 비해 신·재생에
너지산업은 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따
라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단기간
에 부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 현재 태양전지 분야에
서 미국의 First Solar(박막 태양전지
에 특화)와 독일의 Q-Cells2)이 대표
적이며 중국의 Suntech도 주목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중국 풍력산업
의 대표기업인 Gold Wind를 들 수
있다.

3.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
산업생태계 평가 및 주요 이슈
(1) 현황 및 성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3)
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재생에너
지원별 업체 수는 태양광 91개(43%),
바이오 46개(22%), 풍력 32개(15%),

2) Q-Cells은 최근 태양전지 및 모듈 분야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라 M&A 대상이 되는
등 고전 중이다.
3) 이하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1),「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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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23개(11%), 지열 10개(5%),
연료전지 10개(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2004년 12개에
불과하던 기업 수가 2007에는 30개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91개에 달할 정
도로 급증하여 전체 신·재생에너지 기
업 수에서 43%를 차지할 정도로 절
대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다.4)
이러한 기업체 수의 증가는 기존
기업의 전환 및 참여가 진행되는 가
운데 중소기업의 활발한 진입으로 이
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즉, 2010년
총 212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가
운데 약 71%에 달하는 150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태양광, 바이오 및 풍
력 분야에서 전체의 10%에 달하는
19개 기업이 신규 창업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소
기업 비중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58
개로 약 64%, 바이오의 경우 38개로
<표 2>

약 83%, 풍력은 18개로 56%를 차지
하고 있다. 한편, 신규 창업은 최근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의 경우 고용
인원, 매출액, 수출 및 투자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70~80%에 달
하는 절대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풍력이지만 태양광의 비중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에 따라 아직은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기업
도 출현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폴
리실리콘과 모듈이 대표적인 분야이
며, 풍력은 타워 및 메인 샤프트 등의
단조부품이 그러한 분야이다
한편,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선

신·재생에너지산업 규모 추이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기업 수

개

49

59

80

101

136

193

212

27.7

고용인원

명

716

1,317

2,215

3,661

6,700

10,395

13,651

63.4

매출액

십억 원

143

281

725

1,249

3,370

4,749

8,078

95.9

수출액

백만 달러

64

148

398

625

1,870

2,676

4,535

103.4

투자액

십억 원

696

1,955

2,993

3,549

72.1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 2011.

4) 이러한 관련 통계는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등록되어 있지 않
은 여타 기업의 실적을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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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대비 대체로 90% 이상을 나타
내고 있으나, 풍력은 70~85% 수준
이며, 연료전지는 50~75%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
력 모두 선진국은 기술우위인 반면
중국은 규모우위로서 국내 업체로서
는 중간에 낀‘넛 크래커’상황을 탈피
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생태계 조건별 평가
산업생태계란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
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
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
체들까지 산업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
계자들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
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5)라고
정의된다. 동 개념은 모든 산업 영역
의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가 서로 경
쟁 및 협력함으로써 마치 자연생태계
처럼 출현, 확장, 성숙 과정을 거쳐

쇠퇴 또는 자기 재생하는 동태적인
발전과정을 밟아간다는 사실에서 착
안한 것이다. 특히 신산업을 대상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발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 요건으로서
생태계의 인프라격인 정부 지원 정책
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6)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
업생태계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존의 부가가치 사슬 또는 공급사슬
이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장, 제도 등을
포함한 인프라 및 자금원 등이 외부
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7)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신·재생에너지원은 각각의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
보완·경쟁적인 특성을 가질 뿐 아니
라 궁극적으로 송·배전망(미래에는
스마트 그리드)으로 통합되어 한전
및 발전사업자 등의 직접소비자와 국
민 등의 간접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
조가 된다.
발전단계 차원에서 국내의 각 신·

5) 본래 산업생태계는 Business Ecosystem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Rothschild(1990), Moore(1996),
Mitleton-Kelly(2003), Iansiti & Levien(2004), Peltoniemi(2004), Fransman(2007) 등에서
보다 발전되고 다양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6) 물론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념은 주로 IT산업을 대상으로 활발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통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
지산업은 신산업으로서 아직 산업의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전통 주력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적 제품 및 기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 등에 따라 관련 산업으로부터 참여자가 다수 진입하고 있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
태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7) 본 개념도는 초보적인 것으로서 보다 발전된 형태는 산업연구원,「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
화 연구」
(발간 예정)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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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개념도
금융기관

자금

신재생에너지 펀드

소재

셀
▲

시스템 장비
▲
부품

▲

기어박스,
베어링,
블레이드
▲

풍력
시스템

시스템

▲

▲

시스템

시스템

▲

연료전지

소재

부품

시스템

▲

풍력

원료

생산

플랜트

▲

바이오에너지

협회, 연구기관/대학(사업지원, 네트워크, 인력)
정부(R&D사업, 표준지원, 클러스터)

시장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자동차

▲

부품

▲

소재

▲

▲

태양광

장비

인프라

연료전지

▲

태양광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

발전
사업

정부(시장 확산):RPS 등

자료 : 산업연구원,「신성장동력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 2010.

재생에너지원은 상이한 단계에 있는
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의 경우 이
미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가
고 있으며, 풍력 분야도 생태계의 구
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아직
은 본격적인 시장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연료전지는 부품·주변기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입
하는 가운데 생태계의 구축이 시작되
고 있는 반면, 바이오에너지 등은 국
내 여건 등에 따라 아직 미흡한 것으
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8)에 따르면 국내 신·재

생에너지산업은 고용창출 부품·소재
육성 및 중소기업 부가가치율 등 전
략성 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확대 가능성 등 수요조건, 생산활
동 수준 등 기업전략·구조와 경쟁 측
면, 관련산업의 발달수준 등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그리고 중소기업 육
성, 기술경쟁력 등 생산요소 조건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생
태계 현황을 수요, 생산요소, 관련 및
지원산업 여건 및 기업전략 및 경쟁
구도 등의 각 조건 차원에서 세부적

8) 산업연구원,「신성장동력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 201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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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조건별 평가(2010)

고용창출
부품소재 육성

세계시장 성장성
국내시장 성장성
6.0
수입대체 가능성
5.0

중소기업 부가가치율
중소기업 육성
기술경쟁력

수출확대 가능성

4.0
3.0
2.0

국내기업의 해당분야 진입관심도

1.0

국내기업의 R&D투자

0.0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인력확보
부가가치

생산활동 수준

모태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관련 산업의 발달수준
Star Brand 간의 상관성

세계시장 점유율
장기비전과 전략 반영 여부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자료 : 산업연구원,「신성장동력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 2010.
주 :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7점 척도로 상대 평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조건 차원에서 볼 때 국
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그동안 발전
차액 보조, 그린 홈 100만호 보급 등
각종 보급 지원 등의 수요시장 창출
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어느
정도의 시장창출을 이루었으나, 절대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즉, 2009년까지 총
2조 5,000억 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2
년 1.4%에서 2009년 2.57%로 미미한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
광발전 설치용량은 독일 및 일본에
비해 각각 6% 및 19% 수준에 불과
하며, 풍력의 경우 역시 독일 및 일본

에 비해 각각 1.4%,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시장 협소로 인해 성
장초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으
로의 진출은 불가피한데 다행스럽게
도 최근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
은 풍력타워 등 일부 부품의 수출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및 풍
력발전소 수주를 추진하는 등 다소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요소 조건 면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R&D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이 여전
히 취약한 여건이다. 구체적으로 신·
재생에너지원별로 태양광의 경우 소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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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장비 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기술경쟁력이, 중국 등 경쟁
국 기업에 비해서는 규모 면에서 취
약한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미미한 상황이며 풍력은 베어
링, 기어박스 등 핵심부품이 취약한
상황에서 실증 경험(Track Record)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아 최근 국내
산 보급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
는 반면 주요 선진기업에 대한 의존
도는 70% 이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관련 및 지원산업 여건에
서는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연관산업의 경
쟁력 차원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는바,
태양광의 경우 반도체, LCD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의 진전
을 통해 근미래에 경쟁력의 확보를 기
대하게 하고 있으며, 풍력은 조선, 중
공업, 기계 및 해양플랜트 등 연관산
업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가 활발한 조선 대기업들이 많은
해양구조물 설치 경험이 있다는 점은
육상풍력에 비해 잠재 시장이 큰 해상
풍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조
건을 제공하고 있다. 단, 풍력 분야 역
시 장비산업 및 핵심 부품·소재에서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전략 및 경쟁구도 측면에서 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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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의 경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에서 시스템까지 수직계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비해 풍력
은 부품은 중소기업이, 시스템 완제품
은 대기업이 생산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3) 주요 이슈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
싼 주요 이슈로서는 먼저 글로벌 경
쟁의 심화를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
에서 중국은 최근 전방위적이고 집중
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어 10대 글로벌
태양광기업 순위에 4개 업체가 올라
있을 정도로 막대한 공급규모를 보이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
이 공격적인 물량공세를 취함에 따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및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
여 2008년 3.8달러 수준이었던 모듈
가격이 현재는 1달러 초반에 불과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미국,
유럽 및 일본 업체에 비해 기술열위,
중국 업체에 비해서는 규모열위에 있
는 국내 업체로서는 이러한 극심한
가격경쟁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이 최
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글로벌 치킨 게임’
에서의 승자
는 메모리반도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보를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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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역으로 기회의 가능성
을 내포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세
계경제 둔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원자재에서부터 시스템
까지 수직계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중소기업들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
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이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생태계
관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분
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은 대
단히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산업생
태계를 상정할 때 생태계 내 참여자
간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협력과 경
쟁은 산업생태계의 역동성과 생존성
을 제고하고 이는 더 나아가 외부의
잠재적 참여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
여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 산업 특성 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대기업 자체만
으로 전 분야의 혁신 및 생산을 커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더블 딥 우려 등 경기 후퇴
에 직면하여 각국 정부들이 관련 재
정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태양광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
격하락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그동안
에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
트를 속속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
기업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를 적
절히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소기
업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문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능력을 고
려할 때 여하히 중소기업의 혁신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협력
할 수 있게 하느냐이다. 즉,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산업생
태계의 조성이 핵심 이슈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4. 향후 과제와 정책지원 방향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속가
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산
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과
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요 면에서 국내 수요의 지
속적 확충과 해외 수요의 적극적 발
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동안 수요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기존의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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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tariff)가 폐지되고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
는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된다. 따
라서 이러한 제도 전환과 병행하여,
예를 들어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설
치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내
수시장의 자국 업체 독점을 거의 보
장하고 있고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내
수시장은 자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내수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제한된 국내 수요
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해외 수요의
발굴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ODA 및 EDCF와의 효
율적 연계뿐만 아니라 개도국 CDM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이 강
구될 필요도 있으며 이를 넘어서서
해외 프로젝트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 시 대기업
이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관
련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진출을

14

KIET 산업경제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다
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국
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동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
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해외수요의 발굴을 위해서
는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 보
증 등을 통한 자금 관련 지원의 효율
성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될
것인바,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자
금 및 신용보증 지원상 애로를 호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금융 차원에
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는 것
이다. 자금 및 인력 면에서 취약한 중
소기업이 보유한 잠재 능력을 사업화
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연구개
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전제로 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
방형 혁신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수
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
대학원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현
장 중소기업 인력의 기술력 제고 및
맞춤형 인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