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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육상풍력 적지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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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wind farm development process in Korea still have not been defined since the history of the wind farm 
development experiences are very short compared to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most wind farm 
development company and researchers have a lot of trouble to implement the wind farm development and need a guideline for 
the process.  Establishing the wind farm needs a complex processes such as transportation system, construction conditions, 
natural environment and wind conditions etc. Specially, for the restricted development area, the social negotiation and legal 
minds are necessary. In the cas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suitable wind farm area using GIS tool is very useful. 
However, before using GIS technique, we should understand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the items for surveying tools. 
Recently, suitability analysis of selecting Onshore Wind Farm has been studied to consider exclusion analysis to solve the 
limited develop condition problem. This paper proposed the onshore wind farm development process which can suitable to 
Korea wind farm environment based on European guideline with GIS tool. To estimate the processes, the process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basic design and wind farm planning. Next, the planning stages a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in which the 
factors for each step we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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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유가변동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확대

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육성 및 지원으로 

풍력분야는 터빈의 성능 향상, 기술력 축척 등에 의한 원

가절감과 성능향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화석연료에 발

전원가와 풍력에 의한 발전원가가 동일한 그리드패널티

에 임박하고 있고 매년 풍력발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OECD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 회원국 평균 

5.9%에서 2014년 9.2%로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한

국은 경우 1.1%로 비중에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도 정책

적 지원과 풍력단지 육성을 위해 강원도, 제주도처럼 바

람자원이 탁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풍력단

지설치 및 설계를 위한 많은 연구와 사업이 시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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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우 이병걸

으나, 국내의 대부분의 육상풍력 적지 분석에 대한 연구

는 풍황 우수 지역을 추출하는 데에 있으며(Song et al., 
2012), 개략적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풍화자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지도제작 및 이를 기반으로 우수 풍황지역을 

추출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다(Moren, 2011).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풍력단지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많은 개

발 사업들이 민원과 인허가에 의해 사업진행이 많이 지

연되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 풍황자원이 우수한 지

역이여도 운송 및 건설조건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제한 지역, 민원 등의 미리 검

토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Nyseda 
Report, 2010). 최근, 이런 요소들을 고려 GIS (geogra 
-phic information systems)기술을 활용한 적지분석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12)가 진행되어 왔으나 적지분

석 연구 결과가 바로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중요요

소 외에도 운송 및 설치 조건, 전력망 연계 조건, 토지소

유주, 민원의 경향 등 다양한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다. 인자에 따라 

사업진행에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가중치

로서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

력단지 개발을 위하여 현업에서의 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고려해야 될 각 

인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지개발 시 각 인자들의 우

선순위에 대한 선정 및 평가 후 각각의 주요인자들에 대

한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인자들을 GIS기술의 버퍼, 배제분석을 이용하여 풍력단

지 개발 시 사업의 단계별 적지분석 방안도 제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기존의 풍력단지 적지분석 요소 분석

2010년대 이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 
-tems)의 적지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급경사로 인한 재해

지역 및 수송 불가능 지역,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지분석연구가 발표되었으며(Ko and 
Lee, 2012), 자연적 요인(풍황, 지형, 산림밀도), 환경적

요인(토지이용, 보존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인간피

해요인(소음, 그림자), 경제적요인(송전선로, 접근도로)

을 고려한 육상풍력 적지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

(Michael, 2010). 국외의 적지분석 관련 자료로는 Wind 
Resource Assessment Handbook과 Wind Resource 
Assessment(New York, 2010)에 풍황이외에 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

다. 이를 정리하면, 풍황자원지도, 수치지형도, 토지피복

도, 개발지역의 접근성, 바람의 유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

물, 국립공원, 군사시설,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접근성, 항
공 레이다에 의한 개발 제한, 행정경계, 주변 개발 프로젝

트 등은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2.2. 풍력단지 적지분석 주요 인자

본 연구에서는 적지요소에 대한 분류를 크게 풍황조

건, 건설조건, 배제분석조건, 행정적조건으로 나누었다. 
특히 적지요소에서 바람자원, 절대보존지역, 생태보존지

역, 군사지역 등 반드시 고려해야 될 조건은 필수요소로 

하였으며, 그 외 요소들인 운송시스템, 행정적인 절차, 풍
력발전기의 소음, 주민피해 등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건설 조건은 

기존 연구(Measnet organization, 2009; Moren Nielsen, 
2011)에서는 도로인접여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어 

판단하였다. 도로 혹은 임도의 개발예정지에 근접하였다

고 하여도 도로의 폭과 형태가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임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 원인은 터빈 블레이드 길이는 약 40~60 m로 터빈 

운송 매뉴얼에 따른 도로의 곡률반경에 따른 공사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기존연구(Nyseda Report, 
2010)에서는 경사도에 따른 가중치로 적지분석을 진행

하였으나 각 터빈 나셀 운송 메뉴얼의 경사도는 최대 8%
내외를 요구하고 있고 가중치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한, 도로의 곡률반경은 도로주변의 장애물의 분포 및 나

무의 높이 및 밀집정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기술의 발전으로 블레이드 기립장치 등 특수운반장비 

특히, 나셀 및 타워에 대해서 일부 터빈사에서는 지형을 

고려해 특수 제작하여 위의 언급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있으나 이런 고려는 CAPEX (capital expenditures: 설
비투자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 블레이드 기립장치의 

실제 운송모습은 Fig. 1에 도식하였다. Fig. 1에서 기립

장치는 블레이드를 수평으로 운반차량에 설치 하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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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ade orthostatic device for wind blade in land 
region.

Fig. 2. Wind blade installation processes.

Fig. 3. Installation plan based on geographic map with slop check.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블레이드를 들어 올릴 수 있어 차

량길이가 줄어들고 곡선부분에서는 블레이드 끝 단에 의

한 벌목지역의 훼손이 상당히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설치과정에는 터빈 종류에 따라 지상에서 블레이드들

을 허브와 조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방법(STAR 방식)
과 허브 설치 후 블레이드를 하나씩 설치하는 모델이 있

으며, 이로 인해 각 터빈위치에서의 작업공간이 달라진

다. 특히 복잡지형의 경우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발

생하게 된다. STAR 방식 설치 방식은 Fig. 2에 도식하

였다. Fig. 2는 블레이드를 풍력발전기에 수직으로 이동

시켜 고정시키는 과정으로서 주변의 지형이 경사가 있거

나 숲이 우거진 경우 우선 지형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설치 장비, 터빈설치 위치, 연결 

도로에 대한 계획, 도로 경사도 검토는 Fig. 3에 도식하

였다. 이 그림의 경우 전체적인 경사길이, 그리고 수평적

인 지형왜곡 등을 나타낸 그림으로 풍력발전기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력망 연계 부분은 변전소까지 거리를 중요 요소로 

검토되고 있으나 최단거리 변전소에 수용가능여부에 대

한 확인은 없다. 최단거리 변전소가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근처 변전소로 연결하여야 하며 이는 CAPEX의 증가요

인이 된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전력망 연계, 운송 및 설치 조건은 큰 영향을 미치나 단지 

규모가 클 경우 사업성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되다. 즉, 해
당지역에 풍황이 우수하며 운송 및 설치가 우수한 지역

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단지 규모 결정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단지 규모결정을 위해서는 개발배제 조건에 대한 검

토가 중요하며 개발배제 조건으로는 생태급지, 백두대간, 
보전 지역, 산사태 등급 지도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검토 

조건은 생태등급 2급지 이하 개발 가능, 백두대간 개발 

불가능, 산사태 2등급 이하 터빈 배치 가능이다. 국내

의 경우 초기단계에 개발배제 조건에 대한 검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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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ub Condition Detail Condition Satisfaction Check Order of 
Priority 

Wind Resource
Wind Resource Portal

Wind speed more 
than 5.5 m/sec 

(elevation 50 m)
Necessary 1

Terrain Type Simple/Complex* Optional 3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Access Road Less than 8% of slop Optional 3

Installation Condition Check the special construction 
company Optional 3

Connection of 
electrical grid

Less than 5 
to 10 km Optional 3

Analysis of exclusion 
condition

Ecological zones Below class 2 Necessary 2

Baekdudaegan Mountain Range Not Including Necessary 2

Area of Preservation Not Including Necessary 2

Landslide class Below class 2 Optional 2

Administrative

Noise &  Approval Separation Distance of Private 
House Optional 2

Military Communication Area Necessary 5

Administrative District Minimize of cities 
and countries  Optional 5

Social Environment
 Land Registration Map Less than 20% of Private Land Optional 4

Civil Complaint Separation Distance
(500 m ~ 1 km) Optional 2

* 경사도 약 17° 이상

Table 1. Decision factors for onshore wind farm development

로 사업이 지연된 프로젝트가 많이 존재한다. Table 1은 

풍력단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자를 정리한 것으로 바람

의 특성, 운송시스템, 배제분석을 위한 조건, 행정적인 절

차, 민원문제 등이 조건이 되며, 이것에 따른 부차적인 조

건을 순서대로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항목에 대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풍력단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람자원이 가장 중

요하며, 두 번째는 개발제한 구역이나, 자연보존지역 등 

배제분석과 관련된 항목이 된다. 그 외 교통이나 수송, 발
전기 설치등 토목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선정에서 하위권

에 포진하게 된다. 이러한 항목을 고려하여 어떻게 풍력

발전단지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하고자 한다. 
단지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터

빈 간 이격은 최소 3D이상 이격을 고려하여 WindPro 
Park 모듈로 검토(안)에 대한 개략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PE (park efficiency, 단지효율)의 경우 초기 단계 터

빈 배치를 통하여 각 터빈 위치에서도 90%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90% 이하의 의미는 터빈 간 이격거

리가 짧아 후류 효과에 의한 피로하중이 증가하며 풍속

이 충분히 복원 되지 않아 수익성도 악화된다. 또한, 터빈 

위치에서 풍속의 변동폭이 커져 터빈의 기대 수명 20년
보다 짧아 질 수 있다. 단지 효율의 의미는 각 터빈의 위

치에 터빈이 한대만 설치 되었을 때의 전력생산량과 터

빈의 배치에 의해 감소되어 생산되는 전력생산량의 비

율이다. 터빈과 터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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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cological zones map with land grades. Fig. 5. Landslide class map with land classifications.

감소되고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심한 난류유동의 흐름

이 발생한다. 터빈사에서 권장하는 이격거리는 3D 이상

이며 이는 로터의 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터

빈을 설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육상풍력 적지분석 프로세스 결과 및 고찰

3.1. 풍황이 풍부한 지역의 선택(Site Selection of 

Buildable Windy Area) 

이 단계에서는 기존 풍황자원과 경험에 의해 발전의 

경제적인 생산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풍

력단지 지역을 지형의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지형과 복잡

지형에 따라 구분하며, CAPEX의 비용의 차이를 평가하

여, 개발 가능 용량에 따른 결과를 보고 풍력단지설정으

로 최종 설정한다. 

3.2. 지리정보를 이용한 대상지역설정(GIS Analysis)

이 단계에서는 GIS의 배제분석기술, 버퍼분석 및 중

첩분석 가중치 분석으로 개발가능지역 추출과 발굴된 사

업개발단지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추

진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제한 구역은 배제 분석 수행

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생태등급와 산사태 지도이다. 
생태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는 Fig. 
4에 도식하였으며 산사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산림청

의 산사태 등급 지도는 Fig. 5에 도식하였다. Fig. 4에서 

생태자연도는 식물들의 분포특성 및 주요 식물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Fig. 5는 육상의 토지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풍력발전기 설치시 지반공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료이다. 

3.3. 선정지역의 세부풍황자료 확보(Primary Study of 

Wind Farm) 

단계에서 단지용량 결정을 위한 터빈 배치 검토시 주

요 사항을 정리 하였다.  터빈 배치의 조건은 기존 임도를 

최대한 활용가능하며 등고선 간격 혹은 경사도 분석 결

과 지형이 급하게 변경 되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여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터빈 간 이격은 최소 

3D 이상 이격을 고려하여 WindPro Park 모듈로 검토

(안)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진행 한 후 최종적으로 Wind 
-Pro의 Site Compliance 모듈과 Loss & Uncertainty 
모듈 혹은 WAsP Engineering 을 통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터빈 간 이격거리가 짧아 질 경우 앞 

터빈에서 흡수된 풍속이 상당부분 회복되기 전에 다음 

위치의 터빈에 영향을 주며 Fig. 6에 도식된 것과 같이 

풍속의 변동은 극심하게 되어 피로하중의 증가로 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후류에 의한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

지는 WindPro Park 모듈의 PE를 확인하는 것이다

(Hans, 2010). PE의 경우 초기 단계 터빈 배치를 통하여 

각 터빈 위치에서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PE의 값이 낮을수록 후류효과에 의한 피로하중 증가

하며 터빈 간 이격거리가 짧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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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ake turbulence effects by Wind Directions. Fig. 7. Flow inclination(degree) by wind directions.

Fig. 8. Terrain complexity indicator considering blade radius and land slope.

터빈은 IEC 규정을 바탕으로 각 터빈 위치에서 360도 방

향으로 완만한 지역을 고려하며 Flow Inclination는 ±8° 
이내이어야 하중에 대해서 안정하게 설계 되었으므로 지

형상 ±8° 이상일 경우 풍황자원이 우수하여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6과 7에 도식된 것은 터빈 설치 위

치에서의 바람의 불규칙성에 의하여 블레이드의 회전과 

에너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풍력발전기 사이

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되며, Fig. 7은 바람의 흐

름 각에 대한 개념으로 경사지역의 경우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풍력에너지

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예시한 그림이다. Fig. 7
에서 ±8°는 풍력터빈의 블레이드가 최대한 연직방향으

로 움직일 수 있는 연직변동각으로 바람이나 지형의 경

사가 가능한 이 각도를 넘지 말아야 발전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Fig. 8은 터빈위치에서 수평방향의 경사

도와 지형 변동에 대한 IEC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그

림에서 블레이드의 반경과 풍력발전단지 지역의 경사도

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지형의 경사가 10°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 터빈의 방향에 대해서 이 규격은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향에 대해서 출력제어 혹은 터빈 가동을 중

지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Sector management
라 한다. 터빈사에 따라 방향별로 출력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터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출력을 제어하기도 한

다. 이런 경우에는 터빈 제조사에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에 설치 할 수 있는 터빈 대수가 늘어날수록 규

모가 커져 CAPEX에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Fig. 9와 

10은 전남 영광 장암산에서 기상탑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관측된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낸 

바람장미도이다.  Fig. 9와 10은 풍력발전단지 개발 지역

의 풍황이 주풍향과 그 주변의 바람방향에 대하여 빈도 

및 에너지 밀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 외의 바람방향은 바람이 약한 경우 주풍향에 대해

서는 발전기의 위치를 최대 이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바람의 방향영향보다는 풍력발전기의 반경D의 3배
인 3D보다 발전기의 이격거리를 더 조밀하게 배치함으

로써,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어 혹은 방향별 가동정지

(Sector management)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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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ind energy rose. Fig. 10. Wind frequency rose. 

Fig. 11은 개발가능 지역을 추출하고 터빈배치를 한 

후 개략적으로 단지 용량을 산정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

서 주목되는 것은 터빈설치 지역과 생태등급 지역에 풍

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풍력발전

기의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 설치를 나

타내기 위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풍력발전기의 배치가 일직선이 아닌 지형의 효과와 생태

등급을 고려하여 불규칙하게 배치됨을 알 수 있다.  

Fig. 11. Basic plan of wind farm using forest classification 
map.

3.4. 단지기본설계(Concept Design of Wind Farm)  

이 단계에서는 실제 주변 변전소에 접속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전소까지의 연계 역시 중요 검토 사

항이나 국내에서는 단지의 용량이 결정되고 발전사업허

가를 득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이 되어서야만 확인이 가능

하다. 터빈 운반의 경우 산림 지역의 경우 실제 지형과 수

치 지형도 상의 지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Concept 
design of Wind farm 단계에서 운송전문 업체와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풍력단지 개발은 사유지 비율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각 터빈 위치에서 반경 1km 이
내 거주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발전사업허가를 득 할 

수 있다.  

3.5. 단지실시설계(Basic Design of Wind Farm) 

터빈 나셀 운송 메뉴얼의 경사도는 최대 8% 내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블레이드 기립장치등의 특수장비의 도

입등 기술적 진보로 CAPEX이 문제이며 이는 단지 규모 

정도와 터빈 배치에 의한 수익성에 의해 극복가능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력망 연계 부분은 변전소까지 

거리를 기반으로 검토하나 Concept design of Wind 
farm 단계에서는 실제 주변 변전소에 접속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전소까지의 연계 역시 중요 검토 사

항이나 국내에서는 단지의 용량이 결정되고 발전사업허

가를 득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야 만 확인이 가능하다. 
산림지역에 터빈을 운반할 경우 실제 지형과 수치 지형

도 상의 지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Concept design of 
Wind farm 단계에서 운송전문 업체와 현지 조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또한 관측된 풍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Wind 
Energy Yield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각 터빈사에 자료

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안정성 검토를 하며 터빈납품 대

상업체를 선정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육상풍력단지 설치의 성공적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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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존의 풍력단지 적지분석요소에 대한 분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적지분석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풍력단지의 적지분석을 위한 기술적인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우선 풍력단지의 적지분석의 중요한 결정요소인 

풍향자원, 풍력장비이동 및 설치, 배제분석, 행정적인 절

차, 사회적인 위해 등 각 요소들의 구제적인 특성과 순서

에 대한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풍력단지 적지분석을 

위하여 적지분석에 중요 요소들을 정리하고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로 다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2) 특히 적지분석에서 필수요소인 생태보존지역, 환

경보존지역 등 환경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는 배제분석 조건을 이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

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풍력단

지 사업 시, 개발 부지면적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 터빈 배치 방법에 대한 기술도 제시함으로써 

적정 풍력단지의 산정이 가능하였다. 
3)  그리고 풍황 자원과 필수요소들을 GIS기술을 이

용하여 개발가능 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

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진행 및 구체적 

터빈배치와 이에 따른 운송과 설치 전력 연계 등을 고려

하여 적지분석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 
4)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육

상풍력 적지분석 절차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풍황이 우

수한 지역을 선정하며 개발 가능 지역을 추출하고, 그 후 

개략적 터빈배치와 단지 용량을 결정한 후 기상탑 설치

까지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기본설계단계는 전력연계, 운송 및 설치, 도로설계, 
터빈사 선정 등의 순서로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5)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람자원, 수송 및 교

통시스템, 개발보존지역(배제분석지역), 행정적인 절차, 
사회환경성(social environment)의 5가지 인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각 5인자들을 다시 바람자료포털, 지형적특

성, 도로접근성 등 14개의 세부항목(Table 1)으로 나누

어 각 인자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은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로서 풍력발전단지 적지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6) 또한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으로 풍력단지 적지분

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경험과 기존의 연

구자료를 활용하여 바람자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운송시스템, 주변환경조건, 행정적인절차, 사회환경성성

조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의 인자에 대한 장단

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풍력발전기 적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람자원을 제외하고 생태보전지역 및 재

해위험지역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밝혔고, 특히 

사회적환경인 주민들과의 절차과정이 공학적인 기술 못

지 않게 중요함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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