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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est Wind Tower Supplier 동국 S&C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대표이사 : 정학근

사업영역 : 풍력발전용 TOWER생산, 풍력발전사업 개발, 건설, 운영

주요연혁

2001년 동국산업 에서 붂사, 동국 S&C 설립

2002년 Wind Tower 미주시장 수출개시

2003년 천만불 수출탑 수상->2009년 2억불 수출탑 수상

2008년 ‘신재생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09년 코스닥 (KOSDAQ) 상장

2009년 은탑산업훈장 수상



World Best Wind Tower Supplier 동국 S&C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매 출 액 126,681 144,505 324,013 

수 출 액 98,036 123,813 303,301 2008년 2.53억불

수 출 비 율 77% 86% 94%

매출 성장율 36% 14% 124%

( 단위 : 백만원 )

2008년도 미국시장 점유율 약 15%, 일본시장 점유율 약90%



공장전경



Wind Project Development, EPC & O&M

영양풍력발전소(1차)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규모 : 1.5MW x41기 (61.5MW)
국내 2위 규모

- 사업자 : 스페인 ACCIONA
- 준공 : 2009년 8월
- 당사 WIND TOWER 공급 및
건설공사 수행

신안풍력발전소

- 위치 : 전남 신안군 비금면
- 규모 : 1MW x3기 (3MW)
- 사업자 : 동국 S&C
- 준공 : 2008년 12월
- P/J 개발, EPC, O&M
- 200MW급 신안 해상풍력발전 PJ.
시범사업

양양풍력발전소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 규모 : 1.5MW x2기 (3MW)
- 사업자 : 한국중부발전
- 준공 : 2006년 7월
- 당사 EPC 및 O&M 수행



세계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

- ‘2009년말 기준 풍력발전 설비용량 157,899MW
발전량 약 484,000,000Mwh (이용율 35%기준)  

- ‘2009년말 기준 한국 전체 발전설비용량
73,470MW

- ‘2009년말 기준 한국 전체 전력사용량
약 405,688,500Mwh

-‘2008년 대비 31% 증가
-‘2001년 이후 연평균 27% 증가

Source : GWEC



세계 10대 풍력발전 국가

- 중국 ‘04년 10위 -> ‘08년 4위 -> ‘09년 3위
‘2007년 3,449MW
‘2008년 6,300MW
‘2009년 13,000MW 설치

- 한국 풍력발전설비용량 (2009년) :
348MW (26위)

- 미국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조달

- GWEC ‘WINDFORCE 12’
2020년까지 전세계 전력수요의
12%를 풍력발전으로 조달

Source : GWEC



연간 풍력발전 설치용량

Source : GWEC

- 2009년도 세계 풍력발전 시장규모 : 약 700억달러 예상



풍력발전 시장 전망

- 2013년도 세계 풍력발전 시장규모 : 약 1,100억달러 예상



풍력발전 시장 전망

- 중국, 인도등 아시아 국가가 세계 풍력시장 주도 예상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이동



해상풍력 설치현황

- 2009년말 기준 해상풍력 설비용량 : 2,056MW
(전체 풍력발전 설비용량의 13% 차지)

Source : GWEC



풍력발전 COMPONENT



주요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부품산업 아시아로 이동



주요부품 아웃소싱 현황



주요 풍력발전 기업 아웃 소싱 현황



국내 풍력산업 관련기업

풍력발전 SYSTEM (WTG) 기업

풍력발전 부품 기업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mylogo.incruit.com/2008/04/%EB%91%90%EC%82%B0%EC%A4%91%EA%B3%B5%EC%97%85%2520%EB%A1%9C%EA%B3%A0_20080428095835.JPG&imgrefurl=http://job.incruit.com/jobdb_info/recruiterInfo.asp%3Fmem%3DMDAwNDkzNDYzMw&usg=__Al4q2Ef1QtOoWP55H8e6GsfDAxM=&h=312&w=850&sz=22&hl=ko&start=2&tbnid=Fj71CeP8a6xqZM:&tbnh=53&tbnw=145&prev=/images%3Fq%3D%25EB%2591%2590%25EC%2582%25B0%25EC%25A4%2591%25EA%25B3%25B5%25EC%2597%2585%26hl%3Dko%26sa%3DG%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images.scout.co.kr/ci/unison.gif&imgrefurl=http://www.scout.co.kr/reurl/jobs/partmain_hotjobs/%3Feid%3D0%26po%3D0%26reurl%3D%252Fjobs%252Fpart%252Fcontentview.asp%253Fid%253D1015151%2526kwd%253D&usg=__wy87vOmLNV__peBNa0DCtqj27X4=&h=45&w=160&sz=4&hl=ko&start=11&um=1&tbnid=Elx4VKbahWFIsM:&tbnh=28&tbnw=98&prev=/images%3Fq%3D%25EC%259C%25A0%25EB%258B%2588%25EC%258A%25A8%2Bci%26hl%3Dko%26rlz%3D1T4GGLR_koKR271KR289%26sa%3DN%26um%3D1%26newwindow%3D1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oceanlove.com.ne.kr/dic/daewoo.jpg&imgrefurl=http://oceanlove.com.ne.kr/dic/s.html&usg=__RjG-ph58FVbXZRma_oK5xcQJCjo=&h=50&w=194&sz=5&hl=ko&start=1&um=1&tbnid=dIOrTC5Q8GQA-M:&tbnh=27&tbnw=103&prev=/images%3Fq%3D%25EB%258C%2580%25EC%259A%25B0%25EC%25A1%25B0%25EC%2584%25A0%25ED%2595%25B4%25EC%2596%2591ci%26hl%3Dko%26rlz%3D1T4GGLR_koKR271KR289%26sa%3DN%26um%3D1%26newwindow%3D1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www.stx.co.kr/info/img/ci_img01_01.gif&imgrefurl=http://www.stx.co.kr/info/ci.asp&h=120&w=190&sz=2&tbnid=mC5SHVm5uZMrGM:&tbnh=65&tbnw=103&prev=/images%3Fq%3Dstx%2Bci&hl=ko&usg=__nKoO4hdXwRX0sg2Y5G6WcPwbNKg=&ei=OYaCSq-UGYOMtAOI_oS0Ag&sa=X&oi=image_result&resnum=17&ct=image
http://www.yhbm.co.kr/index.php
http://www.hjmco.co.kr/index.html
http://www.hyundai-rotem.co.kr/index.asp


bjlee@dongkuksnc.co.k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