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슘페터리안' 관점에서, 요약 보고서 (executive summery), 2017.06.09

서문
태양광 발전 장치는 재생 가능한 순환 자원인 태양빛: 광자,가 감광성 물질, 예를 들어 은이나 금, 여타 분자 복합체,와 산화 아연, '티타늄'이나 '실리콘'층을 투과하면서 순간 포집된 양전자는 반도체처럼 부도체의 '터널링'을 거쳐 양극(anode)에, 전자는 투과 직전 반사되어 음극(cathode)에 모여 전자기력(척력)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감광성 물질과 도전 물질이 합금을 이루고, 예를 들어 수소 양전자를 포집해 세포막을 파괴하는 '나노' 탄소 구조물을 이용한 합금이나 정수기처럼, 포집된 양자와 굴절된 전자가 마치 반도체나 '분자 기계'처럼 계속적으로 전류 역학(conductive dynamics)를 발생시키고 이 때, 태양광 전지가 전기 분해 장치나 미립자 포집을 하는 '가이거' 계수기처럼 전자기력의 압전(induction)과 다른 점은 전자는 직류, 후자는 파동을 갖는 교류 신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태양광 전지는 축전지(battery)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앞서 여타 분자 구조물들과 비교하여서 소립자(particle) 수준 설명을 하였다.

정치적 함의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 방식이 지난 30 년 이상, 산업 공단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지만 결국 '열기관 '터빈' 발전이며 재생 동력원, 여기서는 태양광,보다 '엔트로피' 총계가 높고 현재까지 매우 높은 핵 부산물 처리 비용 때문에 학계에서도 논란이 끊임 없는데 영국의 경우, 탄소세(Carbon tax) 개념에 입각해 핵 발전 시설의 전공정 평가를 한 결과, 예상했던 원자력 발전의 탄소 저감 공헌도는 대중들이 상상해온 50 - 100 %와 거리가 먼, 약 10 % 남짓 정도로 판명됐고 특히, '체르노빌' 사고로 많은 환자들이 생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유럽' 각국들은 이미 장기적 안목에서 원전을 줄이고 대체제(Substitute)인 재생 동력원을 개발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미시적 계량 분석 결과이지만 원전 종사자 단위 일인당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는 고급 개량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동 연한이 남은 개량 원전을 폐로하고 거시 정책적 대체제로써 재생 동력원을 개발한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본 '복도시' 원전 노심 융해 사건 이후에도 '폴란드'처럼 산업 공단들을 늘리고 싶어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위원회에게 원전 설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처럼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지역은 당장의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공산당 정부가 앞장 서서 공장들을 주거지로부터 원거리로 강제 이전시키며 원전들을 자체 설치하면서 일종의 '생산과 파괴'의 환류'라는 국수주의(Nationalism) 양상까지 증폭하고 있는데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조약' 탈퇴 후, 지금도 태양광 설비 생산 우위를 자랑하는 '중공'의 원전 및 태양광 시장 양쪽 모두에서 기술 도약은 시간 문제이다. 원전은 '엔트로피' 총계에서 매우 높은 비용의 시설일지라도 위험한 부산물을 100 '퍼센트' 별도로 수거하여서 산업 발전 기간을 급속히 단축하려는 계획 경제 의도에서 설치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그러한 대규모 발전 계획처럼 정치적이기 보다는 재생 동력원이면서 진입/탈출 비용이 모두 낮아 계량 경제 예측성이 높으며(불확실성이 낮으며) 전술한 원전이나 화석 연료 발전의 대체 효과(substitute effect), 핵발전/무기 원료 거래나 특히, 핵발전 사고로 인한 외부성의 월경(spill-over)에서 정치적 함의가 발생한다.

경제성
현재 발전 단가는 1 'Watt'에 0.5 - 1.5 'USD': China Solar Cell Market Index',로 사업체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제품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기술 확산성은 높지만 특허 침해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며 생산 시설을 급속히 늘리면 작은 가격 탄력성을 가진 공급 곡선일지라도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하여 투매(dumping)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 집약 대량 공급에 미국과 '유럽'의 무역 기구들은 중공의 물량 공세에 생산 설비를 축소하며 보호주의 강화나 '안티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량이 '4.3 Watt/1 Cell'에서 'Over 5 Watt/1 Cell': 'Solar World', eg.처럼 기술 발전이 수 년 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수요 탄력성도 변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의 경우, 최근 독일내 원자력 발전량을 능가하는 태양광 발전량도 기록한 만큼, 최초 진입/탈출 비용이나 투자자의 내부 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면에서 외관상 여타 발전 시설들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

상품성
발전 시설은 태양광 전지(solar cell), 축전지(battery), 교류기(inverter)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부르지만 제어기(MPPT)나 방향 제어기(direction controller), 여타 관리 통제 및 자료 수집망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장치들의 연결로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고 공간에 제약이 생길 만큼, 확장성이 매우 좋으며(일조권 cf.) 노동 공헌도보다 기술 공헌도가 일정 높은 산업이다. ('콥'-'더글라스' 함수 cf.)
국내/해외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용품들로 예상되는 발전 시설들을 조합하고서 군집들을 분석한다면, 중산층 4 인 가족 발전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KWh 생산, 약 200 만 원의 원가가 소요되고 최저나 차상 분위에 속한 독거/취약 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발전 용량(운영 전력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약 20 만 원 구간의 원가까지 물가 하락이 최근 지속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전반적 상태는 발전기를 거쳐 성숙기에 도달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티 빌딩', 응급 시설 장치를 목표(target marketing)로 생산자(들)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며 제품들의 '포지셔닝'을 이룬다면 수요 증가 기대치는 1 - 3 년을 주기로 양(postive)의 '사인' 곡선을 가진다 ('거미집' 이론 cf.)

부속서: 원가 분석 (2 차)
일반 태양광판 (Solar cell, generic, monocrystaline, ~ 4.5 Watt / 1 Cell), 200 개: 57 만 원 구간, 한화 (중국산)
교류기 (Inverter, pure sign, or modified sign), 4000 Watt, 1 개: 20 - 40 만 원 구간, 한화 (국산, 'OEM')
축전지 (Battery, 250 Ahm), 3 개: 60 만 원 구간, 한화 (국산)
(최대적점) 제어기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er): 12 만 원 구간, 한화 (미국산, 'OEM')
투명 수지판 (Acrylic board, includ. lims), 24 개: 10 - 20 만 원 구간, 한화 (국산)
충진제 (Sillicone fillant), 3 개: 5 만 원 구간, 한화 (국산)
납작머리못 (Pop nut), 100 개: 2 만 원 구간, 한화 (대만산)
연결선 (Tabbing and bus wire, 600 m and 20 m): 8 만 원 구간, 한화 (중국산)
총계: 194 ~ 224 만 원, 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