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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에너지주식회사

저 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 현장



1. 사업개요

발전사업자 한신에너지주식회사

주요출자자 남해종합건설㈜, 영주윈드테크㈜, 개인 등(한국남부발전㈜ : 협의중)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위도 33°20’~22°28‘, 
경도 126.4‘~126°56‘

사업부지 면적 29,146㎡(8,817평)

건설계획기간 2009년 1월~2009년 9월말

발전용량 33MW(3MW 11기)

예상발전량 86,419.4 MWh/년 (이용률:29.9% 예상)

온실저감효과 62,000 tCo²/년

발전기 기종 Vestas V 90 

발전기
주요 재원

 회전자 직경 – 90m
 타워높이 – 80m
 호기당 설치면적 – 6,362㎡
 정상회전 속도 – 16.1rpm
 기동풍속 – 4m/s
 정지풍속 – 25m/s

설계 및 감리 업체 한국전력기술,도암,창,남해엔지니어링,

시공사 및 현지시공 업체 남해종합건설㈜,  신광건설, 해림건설, 도암, 일진 ,효성, STX

국산자제 공급 동국SnC:Tower,154KV변전설비:효성,지중 154KV송전선로/22.9KV구내선로:일진전기

총사업비 88,000백만원

상업운전 개시 2009년 9 월 27일

발전차액 기준가 상업운전 개시후 15년간 107.29원/kWh



2006년 12월 18일 한신에너지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0억 원) 대표이사 이임택

2006년 12월 21일 합작투자계약 체결 (삼달 및 가파 풍력단지 개발) 남해종합개발, 영주 윈드테크㈜, 한신에너지㈜

2007년 3월 20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 접수 제주도청

2008년 2월 12일 풍력발전기자재 계약 체결 (VESTAS 3MW × 11기, 덴마크)

2008년 6월 23일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2008년 7월 11일 한전 제주 지사와 송전선 이용 계약 체결

2008년 12월 8일 에너지관리공단 정책 자금 250억 원을 배정 받음

2009년 1월 27일 VESTAS 기자재 도착

2009년 2월 4일 신한 은행 시설자금 대출 승인 (총 590억, 정부지원금 250억 포함)

2009년 1월 15일 공사 착공

2009년 11 월 6일 준공

◈ 건설 참여 업체

용역분야 한국전력기술㈜,  ㈜도암엔지니어링

감리분야 한국전력기술㈜, NH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창

주기기 분야 ▪ 풍력발전기 공급: VESTAS KOREA

시공분야

▪ 국내기자재공급 및 시공총괄 : 남해종합건설㈜

- 풍력발전기 설치 : STX중공업㈜

- 주전력설비 공급설치 : ㈜효성

- 송전선(154kV,22.9kV) 공급 설치 :일진전기㈜

- 제주 건설업체 : 신광종합건설㈜, 해림종합건설㈜, 은광전기㈜, ㈜도암엔지니어링

2. 사업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도내 발전원별 발전원가 비교

155

195

138

107

남제주화력 제주화력 제주평균 삼달풍력

연간 예상 발전량 : 86,419,000 kWh

▷ 약 20,000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청정에너지로 공급
(일반가정 월평균 전력사용량 400kWh 기준)

▷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 연간 약 56,483 tCO₂

▷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배출권 가치
: 연간 14억원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 15유로/tCO₂)

▷ 원유수입 감소효과
: 연간 5백만불
(발전용 석유의 연료비 : 53원/kWh)

(단위 : 원/kWh, 2006년 기준)

(현재)



날개 바지 운반



Nacelle 선적 도착



착공 전 현장



풍력 터빈 기초 공사



Embedded 장치 설치



콩크리트 타설 전 매설 자제 설치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



154KV송전용 관로 및 22.9KV 지역내 관로 공사



Nacelle 설치 준비



Nacelle 설치 를 위한 배치



1번째 타워 설치 시작



1번째 타워 설치 조정 중



1번째 날개 설치완



2번째 날개 설치완



3번 째 날개 설치



날개의 전 모양,  저장 및 내부



설치 완성 풍력 터빈



풍력발전기 내부구조(Nacelle): Vestas V-90, 3 MW (1)



주요 System/Parts의 설명

 Bearings for 3 Blades and Hub

 제작사 :Hansen

 국내 제작사 : 일진
베어링㈜



Bearings made by Iljin Global Bearing

Pitching Gearing

Yawing Bearing



Inside of Nacelle(4-2)



 Specification: a 2 stage planetary gear 
and a 1stage helical gear. Housing bolted 
to the bedplate.

 Picture:

Gearbox manufactured by Hansen in Belgium(10)



Pitching System

 Function:
 유압을 이용하여 Blade Pitch를 제어함

 Schematic Diagram:



Generator

 Specification:
 권선형 3상 4 pole 비동기 발전기

 DVSGM 560/4L (Dynamic Voltage Storage GM)

 수냉식;

 Manufacturer: ABB

 DFIG(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

 Picture 



Transformer

 Specification:
 Transformer 3160KVA, 22.9KV, YNYNO 60Hz,dry type cast 

resin

 Serial-No. K808213

 Picture



Schematic System Overview



SCADA System(1)

 Outline of Function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Power plant overview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Management reporting

 Preventive maintenance

 Power plant control

 V, A, kW, Hz

 Efficient power

 Synchronization

 Load sharing/Shedding

 Power control

 Sequence Diagram



SCADA System(2)

 Sequence Diagram



SCADA System(3)

 Sequence Diagram



삼달 풍력설비 전경 및 관리사무실 과 변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