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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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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YOKOGAWA 8채널 오실로스코프 출시!

Mixed Signal Oscilloscope

DLM5000 series

Upgrade Points
8채널 아날로그 + 32비트 로직
12.1인치 터치스크린 지원
16채널 (2대 싱크기능) 지원
350MHz / 500MHz 및 4채널 / 8채널 라인업

한국요꼬가와전기(주) Tel. 02-2628-3813

www.koreayokogawa.co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9 NPL2b센터 5층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노이즈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 접지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 PQ 진단·분석 엔지니어링

생산 및 판매 제품
■ XIT접지시스템+접지모니터링 장비
■ 피뢰시스템(EC-SAT시리즈+NLP시리즈)
■ 서지보호장치(SPD)
■ Power Noise Canceller

■ ION 전력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SEPAM 다기능 디지털 보호계전기
■ Cathodic Protection 제품
■ Geo Scan 3D SW

www.kemc.co.kr

땀과 열정, 장인 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상표

KAS V체크마크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제KAS-P-020호)
인증대상품목
•차단기류 •보호계전기류
•변성기류 •개폐기류
•애자류
•변압기

•피뢰기류
•콘덴서
•케이블 및 접속재

※ 상기 이외의 기계기구와 보호장치

인증획득의 혜택
• 자가용수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작사 자체시험 성적서 인정

전기조합은 조합원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확보, 인증 등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 (야탑동 191) Tel. 031-724-6100 | Fax. 031-70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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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이끈다
Special Interview
등록일자 | 2016. 10. 5
인 쇄 일 | 2021. 3. 7

“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하는 것”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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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기공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신축(辛丑)년 새 해를 맞아 전기공업
분야에 종사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사업장에도 무궁한 발전이 늘 함께하시
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조합원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사장님 여러분!
지난해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회사는 물론  나라 전체가 힘든 상
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와 조합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2,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36
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사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6년 연속 배당금 지급과 함께 조합원사의 판로
확대와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판
매 장려금 또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
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로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
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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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조합원 사장님과 조

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합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조합원 사장님 여러분!
우리 조합은 2022년 조합 창립 60주년을 맞
이하게 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합은 올 해 새로운 도
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각오로 만반
의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을 반추하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조합 60년사 편찬
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상황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
겠습니다만 조합원 골프대회 및 품목별 골프대
회를 추가 개최하여 품목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
겠으며, 지난해 개최하지 못했던 최고경영자 세
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

존경하는 조합원 사장님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폐허의 땅에서 ‘한강의 기
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근간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
겨내는 위기극복의 DNA가 잠재 되어 있는 우리
전기 공업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자부해도 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돌파해 낼 저력과 위기
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
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합원 사장님 여러
분의 사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
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2021년 2월 23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합 임직원은

이사장 곽 기 영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창립 60주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사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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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9차 정기총회 개최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제59차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제1차 정기이사회가
2021. 02. 09(화) 우리조합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과 그 외
우리조합은 2021.02.23(화) 조합 대강당에서 “제59

에 “전기강판의 기간연장 지급보증서를 포스코에 제출”

차 정기총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하는 안건, “화상회의실 운영규정 제정” 안건, “중소기업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약

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 안건, “사업자금 융자 지

106%인 35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있어 당

원한도 승인”안건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순이익 8억 8천 2백만 원이 발생되어 각종 적립금을 제
외한 4억 원을 조합원사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 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해 단
체표준 인증을 활용한 공동 수주 신규 추진 및 다수공급
자계약 품목으로 태양광발전장치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신
규 등록 건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곽기영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조합은 대
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창출
했다”며 “조합원사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6년 연속 배
당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장려금도 지원했
다”고 전하였으며, 이어서 “2022년도 창립 60주년을 맞
이하여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
로로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 표창 등 각 부문에서 총 19
명의 대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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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업무 제휴
알림

-우
 리조합에서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주)나이스디앤
비와 업무제휴를 맺어, 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
할 경우 10~30%까지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조합 홈페이지 (주)나이스디앤비 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 기업평가서비스 수수료
구분

사업자
유형

자산규모
(직전결산기)

5억원 미만
개인
조달청 등 공공기 사업자 5억원 이상
관 입찰평가
법인 100억원 미만
사업자 100억원 이상
조달청 등 공공 기관 유형
규모무관
입찰을 위한 기술 무관
등급 (TCB) 평가
공공입찰 +
기술등급 평가

표준수수료 제휴할인
수수료
(VAT별도) (VAT
별도)
200,000 160,000
250,000 200,000
350,000 280,000
500,000 400,000
400,000

280,000

www.kemc.co.kr

- 회원사 신용평가 애로사항 및 무료 개별 상담 업무

-장소:관
 악산

① 회원사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만남의장소 : 관악산 입구 시계탑)

② 기업평가 등급 관련 상담 및 재무 관련 상담 제공

■한국전기공업인 골프회 2021년 3월 모임 안내

- 부가 서비스 할인

- 일 시 : 2021년 3월 11일 (목)

① 예비진단 서비스 50% 할인

- 장 소 : 코리아 컨트리 클럽

② 플러스리뷰 서비스 20% 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동호회 동향
결혼을 축하합니다.
■한국전기공업인 산악회 제357회 산행
(주)한국이알이시 이성욱 대표이사 장녀 결혼 [2/27(토)]

- 일 시 : 2021년 3월 20일(토) 오전 10시

신규가입 조합원
업체명

대표자

(주)원탑전기

문성재

주생산품
배전반

소재지

가입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18번길 9 (성주동)

2021.02.04

2021년 2월 공동판매 사업 계약(발주)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

품 목

건 수

금 액(VAT별도)

합 계

1

2,763

분전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한국전력공사)
품 목

고효율주상

고효율아몰퍼스주상
내염형주상

컴팩트형지상

부하개폐형지상
합 계

1

(단위 : 천 원)

2,763

발주 수량(대)
2,819

2,038

549

(단위 : 천 원)

발주 금액(VAT별도)
3,801,299

3,433,943
970,748

183

1,647,751

5,595

9,914,041

6

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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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업무협약
에너지 분야 3개 공공기관 추가 총 17개 기관
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
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를 수행하며 이후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된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의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혁신제품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한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포상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헌규 한전 상생발전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의 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달 25일 대전광

정과 기술력에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더해진다면, 국내는

역시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기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

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제품 조기상품화를 지원하는 「중소

이며, 또한 납품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추가 업무협약식을 시행했다.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플랫폼의

이번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업무협약식은 에너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주관기관으로서

3개 공공기관을 새롭게 추가해 총 17개 기관을 통합 운영

중소기업의 R&D 단계부터 홍보, 공공기관의 구매까지 원

하기 위한 협력 MOU다.

스톱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공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이

신규 협력 공공기관은 전력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중소기업의 자체개발제

힘을 모아 혁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교류
와 협력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EMC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4.1조원
한전은 지난달 19일 ’20년 연결기준 매출액 58.6조 원,
영업이익 4.1조 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유가 등 연료가격 지속 하락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6.0조 원 크게 감소하였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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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장마기간 장기화 영향으로 전기판매수익은 0.2
조 원, 해외건설부문 공정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기타수익
0.4조 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4조 원 증가한
4.1조 원을 기록했다. KEMC

한전KDN, 안전사고 예방 위한 시공장비 일제점검
3월부터 OPGW 공사가 본격 진행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OPGW 공사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장비 일제점검을 시행하였다
고 밝혔다.
OPGW(광섬유복합가공지선 :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 with Optical Fiber)는 철
탑 최상부에 위치한 전력선 보호용 접지케이블에
광섬유케이블이 내장되어 있는 복합케이블로 한전
전국 사업소를 연결해 주는 주요 통신망으로 사용
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달 일제점검을 통해 ‘21년도
OPGW 시공현장에 투입되는 주요장비(엔진플러, 드
럼텐셔너, 12륜 보조활차 장비 등)에 ’안전필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된 장비만이 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

다”면서 “금년 도입된 ‘안전필증제’를 통하여 작업환경 개

치하였으며 기타 공기구의 현재 상태 판별을 통해 사용 부

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적합으로 진단된 장비는 현장투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

작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작업환경을 조성하였다.
한전KDN 관계자는 “3월부터 OPGW 공사가 본격 진
행되면 현장에서는 시공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

한편, 한전KDN은 OPGW 시공 및 유지보수 분야 전문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와 연구과제, 드론 등
을 활용한 업무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EMC

증강현실 기술로 지하매설물 관리 안전성 확보
한전KDN은 지난달 AR 활용 발전소 지하매설물 관리

협약은 한전KDN이 보유한 증강현실(Augmented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Reality) 기술과 한국전력기술의 소형 위성측위시스템

였다. 한전KDN은 직원 역량개발과 관심분야 육성을 위해

(Multi-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3D 모

출범한 사내벤처 중 증강현실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사

델 기술간 협업으로 발전소 관내 주요 지하매설물을 작업

내벤처(K-monster)을 통한 업무 협약이라는 것에도 의미

현장에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

를 두고 있다.

기 위해 이루어졌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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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ISMS-P 통합인증 획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발전소 사이버 보안 강화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ISMS-P) 통합 인증’을 전력그룹사 최초로 획득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
안전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에 관한 고시’를 통합한 국내 최고 수준 보안관리 체계다.

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표준 정보
보호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인
ISO27001을 지난 1월 전 사업소로 확대 획득했다.
또한, 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사 ‘개인정보보호의 날’
로 자체 지정하여 본사와 전 사업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동서발전은 2020년 1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인터넷 서

개인정보 보호 행사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캠페인, ▲정

비스 인증 취득 후, 지난 2월 23일 사내망(인트라넷)을 포

보보호 홍보 동영상 시청, ▲개인정보보호 퀴즈, ▲온라인

함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교육, ▲해킹메일 자체 대응 훈련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서발전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
협으로부터 발전설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전소 보

정보보호 활동 등을 시행했다.
동서발전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국정원에서 주관한 정보
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
로 선정됐다.
또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5년 연
속 우수등급을 달성(발전사 1위)하는 등 최고 수준의 사이
버 침해 대응능력 체계를 인정받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AI 기반의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등 과감하게 투자해 발전소 정보보안에 힘쓸 것”이라며, “앞
으로도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으로 사이버 안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EMC

지속가능보고서 ‘美 LACP 어워드’금상
동서발전은 이달 미국 마케팅 전문기관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문기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업 등을

연맹(LACP)에서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의 ‘2020 지속가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 자료를 심사해 우수기업을 선

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Gold Winner)을 수상했다.

정하고 있다. 올해 어워드에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LACP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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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곳의 정부기관과 기업, 단체가 참가했다. KEMC

서부발전, 태국서 ‘1.7GW’ 가스복합 짓는다
TPIPP·가스公 업무협약 체결…2022년 착공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3월 3일 TPIPP(TPI

송클라 발전

Polene Power), 한국가스공사와 태국 송클라 차나지역에

소는 2022년

1.7GW급 가스복합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건

착공될 예정이

설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며, 건설 후 25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년간 운영된

협약에 따르면 3개사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남쪽으로

다. 생산된 전

750km 떨어진 송클라주 차나지역에 1.7GW급 가스복합발

력은 태국전

전소를 짓는다.

력청(EGAT;

주변에는 LNG 공급을 위한 저장탱크와 배관 등 관련 시
설도 들어선다. 이 지역은 2016년 태국 정부가 특별경제구역
으로 지정한 바 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인접해있어
향후 경제와 상업 요충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발전과 가스공사는 향후 건설사업을 위한 금융조달,
발전소와 LNG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에 판매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
역의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본격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기자재 기업과 함께 진출해
상생하는 수출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지 발전사인 TPIPP는 인허가 등 주요 행정업무와 사업운

한편 서부발전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해외사업의 전략

영 등 리더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 회사는 석유화학과 건설

거점으로 삼아 발전사업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분야 복합기업인 TPI그룹의 자회사로, 태국 내 총 400MW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

용량의 WTE(Waste to Energy; 폐자원 소각발전) 발전소를

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 사업영역

운영하고 있다.

을 확대하고 있다. KEMC

협력사 환경개선 ‘ESG경영’ 박차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최근 한국제안활동협회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임직원 480여명을 대상으

와 함께 협력사인 옵티멀에너지서비스(OES)에 전사 온라

로 20회에 이르는 제안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OES 직원

인 제안관리시스템을 무료로 구축했다.

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

서부발전은 현장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장별로 공유되

해 아이디어(제안)를 등록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다른 직원의

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활동협회와 협업해 지난 5

제안을 심사하고 조회할 수 있고, 통계기능을 활용해 사업소

개월간 OES 전 사업소에 온라인 제안관리시스템과 제안운영

별 제안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KEMC

17

전기계 뉴스

남부발전, 그린뉴딜 사업 아이디어 공모
1일부터 20일까지 신재생E 사업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의 전환과 국민의 생각에서 그린뉴딜(Green Newdeal) 사
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3월 1일부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익성, 공공성, 잠재 위험성(RISK),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작 1건에는 200만 원의 상금이, 우수상 2건과 장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

상 5건에는 각각 100만 원과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그린뉴딜 신규사업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자세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

사항은 남부발전 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메

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인화면 팝업창 접속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태양광 ▲풍력

사무국(070-7713-8345)으로 하면 된다.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신규입지개발 ▲사업금

남부발전 관계자는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신규사업 추

융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신규사업 모델이면 모

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그린뉴

두 응모할 수 있다.

딜 사업 개발을 위한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남부발전은 오는 20일까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EMC

국민소통 강화 위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남부발전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챗봇(Chatbot) 서비스를 개시했다.

남부발전은 챗봇을 통해 사외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등 다양한 고객응대 창구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

남부발전의 영어 약어 KOSPO와 조정자, 진행담당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단순 반복적 질문처리 빈도를

자 등을 의미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접목해

낮춰 업무효율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챗봇 KODI는

이름 지어진 챗봇 ‘KODI’는 ▲회사소개 및 입찰정보 ▲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남부발전 챗봇’을 검색하여 채

채용 ▲중소기업 지원 ▲REC* 거래 ▲방문·견학 신청

널 추가 후 채팅하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등의 기업정보를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남부발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함

자 개발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KODI 채팅창에 필

께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부응을 위해 앞으로도 빅데이

요 정보에 대한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답변을 바

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로 얻거나 연관 홈페이지로의 연결 또는 상담채팅방으

기술을 실무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KEMC

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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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4차 산업혁명 테스트 무대로
스타트업에 중부발전 현장 개방 및 해외진출 지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최근 ’20년 10월 사내 직

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들의 현장 적용성 평가와 사업계획서 온라인 면담 평가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각

를 통해 선정한 D.N.A(Data, Network, AI) 스타트업 10개

종 행정법률지식서비

사를 대상으로 “KOMIPO D.N.A 스타트업 현장실증 프로

스 및 투자유치 등 全과

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을 맞춤형으로 지속

테스트베드 후에는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테스

지원할 예정이며, 중부

트베드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국내외 판로 개척에 레

발전의 상생협력 중소기

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부발전이 해외에서 운

업으로 등재되어 밀착

영하고 있는 발전소에도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외동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

반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을 받게 될 예정이다.

3D/VR 시설물 관리 플랫폼, IoT 기반 모니터링, 맞춤형 귀

한국중부발전 박형

마개, 업무 협업툴 및 열화상 얼굴인식 솔루션 등 4차 산업

구 사장은 “창의적인

혁명 시대 혁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중부발전 전 현

아이디어와 혁신기술

장을 개방하는 이번 ‘현장실증 프로젝트’는 기업별 소개영상

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사내 배포 희망부서 접수 희망부서와 대상 기업 간 화상 미

대해 중부발전의 전 현장을 개방하여 발전분야 4차 산업

팅을 통한 매칭 테스트베드 진행 평가 순으로 운영된다.

혁명 테스트의 기회로 삼는 한편 창업기업이 가장 필요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기술성 향상, 판로개척 방안, 중
부발전 동반성장 지원사업과 연계지원 및 창업기업 육성 전

하는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유
니콘 기업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KEMC

폐자원 재생유 고도화 및 활용 위한 업무협약
중부발전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매,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폐자원 재생유

도시유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방식이 정착된

관련 연구 및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쓰레기 대란

리공사는 연구시설 운영 및 공동연구를 통해 폐기물 자원

해결을 위한 ‘폐자원 재생유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비대

화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도시유전은 폐자원 친환경

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처리 기술이 적용된 장비와 생산된 재생유의 원활한 시장

이번 협약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폐플라스틱, 폐비

공급을 위한 고품질화를 추진한다. KEMC

닐 등 폐자원 재생유의 발전산업 활용성 검토 및 직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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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뉴스

에기평, 2050년 EV 산업 미래와 에너지기술 전략
제2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2050년 전기차
산업의 미래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에너지기술 전략”을
주제로, 지난 3월 5일 각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차의 확산, 기술개발 속도와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합리적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면 전기차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차

임춘택 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국은 수송 부문의

배터리 생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 등 새로운 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

강조했다.

해 미래 도로교통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전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류명석 책임연구원은 “4차산업

기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강조하였다.

는 AI, 블록체인 등 기술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필요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현록 수석연구원은 태양광, 자
율주행,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합된 2050년 전기차의

다. 소형 혹은 1인용 온-오프 로드 연계 모빌리티도 미래
실현 가능한 차종”이라고 말했다.

미래상을 소개하였다.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는 자가 발전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은 “환경적 측면의 탄소

전기자동차, 표준부품 사용 레고형 조립식 차량, 초고감도

중립 정책과 자국력 강화 측면의 산업육성에 대한 고민이

독립 공간형 자율주행차, 플라잉 카 등이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보조금만 앞세운 정책은 한계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의무보유 제
도 도입, 전기차 충전기 리스 사업을 통한 거주지 중심의

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신재생 발전설비 출력제한 대응

좌장을 맡은 에기평 이성호 단장은 “2050년 수송 부

전기차 충전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

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철도 등을 활용해

안을 제시하였다.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과 수송에너지의 전기화를 기본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무역협회 김경훈 연구위원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율주

은 “전기차가 시장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

행차가 상용화되면 공유플랫폼 확산 가속화로 인해 사

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소유비용이 낮아져야 한

회 전체의 자동차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

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의 인센티브 및 규제가 전기

며 마무리하였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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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SRM 우수공급자 온택트 간담회 개최
공급망의 양적 확장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방향 전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달 SRM 우
수공급자 온택트(On-Tact)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
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형 한수원 경
영부사장과 우수공급자 24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SRM(공급자관계관리, Suppliers Relationship
Management)은 공급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
행 및 평가결과에 기반한 공급자별 맞춤형 육
성·지원으로 회사의 공급망 가치를 극대화시키
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SRM 추진배경 및
주요 현황, 동반성장 주요사업 등 우수공급자들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청렴서

급자의 양적 확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SRM 체

약식’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청렴 공감

계를 운영하며 전략적 공급자 관리 체계로 방향을 전

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환했다”며 “앞으로 공급자별 맞춤형 육성·지원 방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 추진을 통해 우수공급자들과의 상생 발전에 힘쓰겠

박상형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한수원은 기존에 공

다”고 말했다. KEMC

‘美 LACP 비전 어워드’ 1위 선정
한수원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최
‘2019/20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
서 전 세계 1,000여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하며 대상(Platinum Awards)을 수상했다.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00점 만점
에 99점을 받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흐름에 발
맞춰 원전 분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사업을 확대하고,

한수원은 보고서에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 안

미래 신사업에 진출해 천년기업의 위상을 쌓아가겠다”며,

전 최우선 원전 운영,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등 지속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경제, 사회, 환

가능경영 추진 노력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

경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

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전달, 서술력, 창의성 등 8개

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MC

21

전기계 뉴스

전기연구원, 공침법 이용 고체전해질 대량생산 신기술 개발
하윤철 박사팀, 황화리튬 사용 없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대량합성 공정
다른 원료와의 혼합 공정에 높은 에너지가 드는 볼밀법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물도 소량 생산
에 그치고 있으며 100그램 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이에 하윤철 박사팀은 값비싼 황화리튬 사용 없이 단
한 번의 용액합성(One-pot) 과정만으로 황화물계 고체전
해질을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공침법’이다. 공침법은 여러 가
지 서로 다른 이온들을 수용액 혹은 비수용액에서 동시
에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소재를 대
량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KERI 연구팀은 지속적인 연구 끝에 리튬과 황, 인, 할로겐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유동욱) 차세대

원소 등을 공침시키는 공정 개발에 성공했고, 기존의 황화

전지연구센터 하윤철 박사팀이 고가의 황화리튬을 사용

리튬을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고체전해질을 제

하지 않고 습식 공정의 일종인 공침법(Coprecopitation

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가의 원료 사용 없이

method)을 이용하여 전고체전지용 황화물 고체전해질을

‘공침법’이라는 간단한 과정(One-pot)으로 전고체전지의

저가로 대량합성하는 신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핵심인 고체전해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

전고체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는 공정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다.

고체전해질 제조를 위한 순수 원료비만 놓고 보면 KERI

불연성의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고, 온

의 제조 방식이 약 15배 이상 저렴하며, 볼밀법과 같은 고

도 변화나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및 분리막이

에너지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따로 필요하지 않아 전지의 고용량화, 소형화, 형태 다변

효과는 더욱 크다. 전고체전지 상용화의 관건인 ‘저가격’

화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과 ‘대량생산’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성과다.

유망 기술로 손꼽힌다.

원천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한 KERI는

KERI가 연구한 분야는 전고체전지의 핵심인 고체전해

이번 성과가 전고체전지의 생산(셀 및 극판, 전해질막 제

질,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황화물(Sulfide) 계열

조기업, 소재 기업 등)라인부터 활용(전기차, 전력저장장

고체전해질’이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치 등)분야까지 다양한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

높고 연성(Ductility)이 커서 극판과 분리막 제조가 쉽다는

라 보고, 관련 수요업체를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장점이 있으나, 주원료인 황화리튬(Li2S) 가격이 비싸고,

는 계획이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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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점검
산지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시설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
현)가 재난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마쳤다.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열
흘 간, 한국에너지공단, 학계 전
문가와 합동으로 펼친 이번 안
전점검은 태양광과 풍력은 물론,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소수
력 등 40여개 주요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는 이번 합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화재나 자연재해

김권중 기술이사는 앞서 충남 보령 태양광 시설과 서산

로 인한 시설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연료전지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시설관리

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의 어려움을 듣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일

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MC

익을 보탤 예정이다.

신임 사장에 박지현 前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7대 사장으로 박지현(朴支鉉) 前
부사장이 취임하였다. 공사 창립 이후 첫 내부 출신 임명
인사다.

때까지 일선 지역본부는 물론, 안전정책처, 경영기획처 등
사업소 현장과 본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사장은 2월 2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임식을

박지현 사장은 1954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원광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과 고객 현장중심 경영, 사

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광운대에서 전자정보통신공학 석사

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창조적 기술 혁신과 조직 역량 강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입사해 2015년 부사장으로 물러날

화”의 뜻을 밝혔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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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이끈다
제주도부터 성공사례 기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책’을 발표하였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가능한 대책을 담았다. 또한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

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

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
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

어떤 대책 세웠나

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2050탄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①지역 주도의 에너지

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시스템 실현, ②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③제주지역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을
실현한다. 마을 내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 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
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 원천
마을은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에

2018년 주요 국가의 변동성 재생 에너지 비중(단위: %) (출처: I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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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하고 있다.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

이다.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

전력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도 불가피

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

하게 증가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제주-육지간 #1, #2 HVDC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 소비

력을 보냈으나, 역송성능을 확보하여 제주도내 잉여전력

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을 육지로 전송할 예정이며, 2021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두 번째,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다.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이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

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이 가능한 #3 HVDC를 2022년 말에 준공하면, 제주도내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①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②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③

앞으로 운영은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
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

정부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

제도를 제주도에서 이번 달부터 도입하여, 시장메커니즘

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

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획이며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중장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100kW 이상)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
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을 상반기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
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KEMC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향 예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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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인터뷰

추 현 호 센터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하는 것"
제조산업 경쟁력 원천, 디지털 혁신기술의 융복합에서 찾아야
글 / 신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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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닥쳤을 때 유럽(독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냐가 핵

‘Industry 4.0’이라는 맞춤형 생
산을 표방한 독일의 전략을 통해

심인데 이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

극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에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가를

는 이어, “이때 부분적이나마 고

낮추고 생산성을 혁신한다고 해서 제품이 잘 팔리지는 않습니

객 맞춤형 생산을 실현하고자 스

다.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마트공장의 개념이 도입되었는
데, 우리는 IMF 기계, 자동화의
추억과 잔상이 깊게 남겨져 스마
트공장을 자동화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은 산업의 골격을 이루는 근간이다. 4차 산업

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뉴노멀에서 파생되는 또 다

혁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그 가치는 변함이

른 뉴노멀인 뉴뉴 노멀(New New Normal) 시대가 다가

없다. 제조업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도 그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산업 디지털 전

다르진 않을 것이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회장 김

환’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뉴뉴 노멀시대를 극

태환) 혁신러닝센터의 추현호 센터장도, ‘제조’라는 단어

복하는 해법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

가 좀 아깝기는 했지만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힘주어

다”라고 설명했다.

말한다. 세계의 전환기에서 늘 그래왔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대한 해법을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한계에 다다른 기존 산업의 성장동력을 산
업데이터, AI, IoT,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2015년 8월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스마트공장은 이

확산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

러한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제조현장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산업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 여름, 산업부의 승인을 얻어 제

통상자원부 산하)는 지난해 7월, ‘한국산업지능화협회’로

조업을 넘어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수단)을 통해 산업

다시 태어났다. 디지털 기반의 산업 밸류체인 혁신을 통

지능화(목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일조하

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이다. 현재, 회장사 현

고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인 노력 추진 등 산업지능화 생태

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공급

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회 명칭을 변경했다.

기업(산업지능화 공급기업 티맥스, KT, 씽크포비엘 등)과
수요기업 등 약 300여개 사로 구성되었다.

추 센터장과 산업지능화라는 개념부터 우리 산업의 과
제까지 좀더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추 센터장은 협회 이름 변경의 배경에 대해, “2021년도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여전히 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라

기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98년 IMF
위기 상황을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리고 기계, 자

 원래 협회(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의 이름을 바꾼

동화 도입을 통해 극복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것과 산업 트렌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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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PLM 등 제조IT 시
스템들의 데이터 교환방식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
께 “스마트제조 응용시스템
데이터구조의 표준체계 표
준 준수 및 진단도구 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IMF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뼈를 깎는 노력
의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

이 ‘산업지능화’입니다. 산업 전반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
해 전체적으로 지능화되는 트렌드를 민간 영역에서 협회가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조’라는 이름이 조금 아깝기는
했지만, 이러한 트렌드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기 위해 시작한 자동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
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인더스트리 4.0 개념이

 그럼,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나왔습니다. 맞춤형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가 언급되고

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스마트공장의 개념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협회는 스마트공장 및 제조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 스마

가 핵심인데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에서

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국책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원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가 되고

래 산업부 산하 민간합동추진단이 있었고, 그 추진단에 협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혁신한다고 해

회가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기부 산

서 제품이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고

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만들어져 스마트공장 보급을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것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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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협회의 주요 핵심 사업을 소개한다면.

화협회는 이러한 흐름을 주목, 현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
진 및 지능화 촉진법(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법제화

협회에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

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구

베드 구축사업(안산 SMIC), ▲스마트공장 확산 및 스마트

축 및 운영, 산업데이터 협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국제수

공장 모듈러 등 요소기술 제품의 품질평가 체계 개발, ▲

준의 산업데이터 품질인증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제조 응용시스템 데이터구조의 표준체계 표준준수
및 진단도구 개발, ▲인도네시아 사업분야 스마트팩토리

 특히,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구축이라는 사업이 눈

테스트베드 구축 ODA 사업기획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

에 띄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여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MES, PLM 등 제조IT 시스템들의 데이터 교환방식

협회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구축 및 운영하는 배경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 조선, 자동차, 소재

“스마트제조 응용시스템 데이터구조의 표준체계 표준 준

부품 등 다양한데 이 업종들이 성장한계에 봉착해 있습니

수 및 진단도구 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제조 IT시스

다. 그래서 산업 데이터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접목해서,

템에 데이터 교환표준이 적용되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로 다른 시스템 호환과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투입되

기존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

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안

업종에 속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AI 기업들이 함께 얼

을 통해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시 데이터 교환방

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자는

식의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의 디

것입니다. 작년에 7개 업종이 만들어졌고 올해는 에너지,

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기계, 섬유화학 등을 포함한 10개 업종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스마트공장과 산업지능화 성과확산을 위해

예를 들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물류산업 혁신 사례

서 “산업지능화 포럼” “AI데이터의 국제표준 개발”, “핵심주력

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물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컨

산업 업종별 스마트공장 통합패키지개발(병렬형)”, “조선해양

테이너 데이터가 있다면, 물류 기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산업 분야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직형 통합패

기업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산업용 물류를 어떻게 하면

키지 솔루션 개발”, “국내 기업의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느냐를 기획합니다. 농산물이 전국에

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 화물차로 실려 오는데 그 무수히 많은 농산품이 얼마만
큼 실려 이동했고, 얼마정도 보관했는지의 데이터가 관리

 정부의 산업지능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어떠한 사업을

런 문제를 AI 알고리즘화할 수 있다면 가격안정화에도 기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여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산업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
해서 성장 동력의 한계에 다다른 산업 전반과 밸류체인을 혁

연대하라, 혁신할 수 있다

신하는 정책인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전략”을 발표
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산업의 지

 제조업들의 인공지능(AI) 도입은 빅데이터, 사물인

능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산업지능

터넷(IoT), 컴퓨팅 성능 향상 등을 기반으로 갈수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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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능화로 대변되는 AI와 제조업

이동 중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의 융합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차량의 운행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보험 상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품을 만들어 내거나, 전기차의 배터리 품질 향상 및 렌털
비즈니스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제조업의 AI, 즉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는 “디지

조업은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털 전환”의 중요성을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계가 인

향상과 함께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창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

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가 주목할 점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대목이
지만,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비

 특히 반도체,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분야 등에 AI 솔

즈니스 모델 또는 신규 서비스 창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루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 AI 솔루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되면 어떠한 이득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내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망하시는지요.

초기에 디지털 공장을 진행할 때는 이에 대한 필요성보다
는 단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여겼는데,

업종 내에서 해당 산업에 맞는 밸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공

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능형 부품 기획 → 생산 → AI반도

학한림원의 보고서(인더스트리 4.0을 바라보는 국가들의

체, 차량, 헬스케어 기기 → 판매 → AS → 사용자 데이터 수

시선)에서도 대한민국은 인더스트리 4.0을 새로운 비즈니

집 분석 → 신규 서비스 및 제품 기획 등의 밸류체인입니다.

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보다는 생산 최적화의 관점에서 더

아울러 단일 업종을 넘어서 업종 간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제조업과 AI 등 디지털

니스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케어와 완성

혁신기술의 융복합은 제조 산업 환경의 파괴적 진화, 즉

차량의 융합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 등의 데이터를 AI가 분

제조 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디지털 혁신기술의 융복합으

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가전 보일러 경우, 데이터가 쌓이면 부품 소모를 알려주
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에 따른 지능형 부품들을 기획하

 디지털 혁신기술 융복합의 예를 든다면.

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일러에 대한 부분을 구독
서비스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독일의 한 기업은 식기 세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의 초

척기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해요. 센서가 달려 있어 사용량

창기 경쟁력의 원천은 높은 배기량, 빠른 속도 등으로 대

을 분석합니다.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라는 것이죠. 이런

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연비, 안전성 등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 기존의 산업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 생체인식기
술, 인포테인먼트 등이 중요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추

 하지만, 스마트제조 분야에 AI 솔루션이 적용된다고

이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모두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가령 관련 시스템

제조 산업에 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융복합하는 것은 단

의 개발, 관리, 구현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

공정분야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도

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운전자는

필요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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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디지털 혁신과

사용 목적(Use Case)이 정해지지 않는 제조 데이터는 구

디지털 전환을 위하 기술, 인력, 자금 등의 역량에 대한 부

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창출하기에 부적합하다

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고 생각합니다. 목적성이 없는 데이터는 아무리 수집하더라

의 활용방안, 비용 대비 효과 불확실 등으로 CEO와 임원

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적합한 데이터를 확보해

들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업종 전문

도 추가 분석 가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성과 디지털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의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인식하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상이한 시스템(ERP,

아울러 산업데이터, AI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추진
체계 등 인프라 또한 부족합니다. 산업데이터의 권리, 거래,

MES 등)들로 인해서 산업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여 기업
업종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체계를 위해 산업 디

목적성 있는 데이터 수집해야

지털전환 위원회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마다 데이터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
 산업 밸류체인 혁신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에 AI 솔루션기업도 관련 산업 분야별 지식 확보가 필

적합한 데이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요합니다. 제조공정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고 처

하나요.

리하는 해석기술이 중요한데요. 협회 차원에서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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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산업지능화에 연관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없을 것입
니다.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

기업이 목적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도

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것이 화두가 되고, 그에 따

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개발

른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고, 품질인증을 이제 시작했습니

협력기관(COSD)인 협회는 산업공정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다. 그러면 목적성 있는 장비가 만들어져 보급될 수 있을

파악,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KS) 개발과 관련된 사

것이고 이 시장은 새로운 시장될 것입니다. 누구도 선점하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의 산업데이터 품질인증을

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고 예상합니다.

통하여 목적성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의의 품질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

 정부는 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 가능한 고도

습니다. 얼마 전 일본 혼다의 자율주행차량이 천하일품

화 공장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

이라는 일본의 맛집 앞에서 차량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

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시범 공장을 만들고 AI 제조강국

습니다. 이는 AI가 이 식당의 로고를 잘못 인지해서입니

도약의 발판이 될 AI 제조 플랫폼(KAMP)을 만들었습

다. 식당의 로고가 출입금지 표지판과 비슷했기 때문에 발

니다. KAMP는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생한 웃지못할 해프닝이었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저장·분석 인프라, AI 개발·활용 도구, AI 데이터셋

산업데이터의 품질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

과 표준모델, 상품화된 AI 솔루션, 전문가 컨설팅과 교

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제조산업의 혁신 노력이 성공하

육 서비스 등을 한 곳에 결집해 중소제조업의 지능화를

기 위해서는 AI와 산업데이터가 일정한 품질을 갖추어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스마트팩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협회는 작년 말부터

토리 보급 확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표준규격에 맞는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기부가

또한, 협회에서는 현재 산업지능화 공급기업 연합체를

방향성을 잘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공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틀 통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매

급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

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민정 의원께서 대

순히 제조기업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혁신을 위해서는 공

표 발의하신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급기업도 함께 고도화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 있습니다.

법안”의 원문에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로 명문화

그런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원 금액도 상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나의 ‘플랫

향되어 기업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

폼’입니다. 협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조데이터 관련해서는 중소제조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

이 만나는 것입니다. 결혼중계회사처럼 행복한 산업라이

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프를 즐기라는 의미입니다.

경향이 커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지원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그런 노하우를 공

 산업지능화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

개하면 다른 기업에서 따라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

터 및 컴퓨터 용량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자연어 처리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

및 인식 기술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하드

고 생각합니다. KEMC

웨어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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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업 디지털 전환 빠르고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오픈
기업은 연구 문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및 참여기
관이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기업은 문제해결과 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인재채용으로
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www.bigdata-dx.kr)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데
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데이터 상품의 검색부터 구매까지 가능하여, 기
업 등 수요기관이 보다 쉽고 빠르게 맞춤형 비즈니스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을 위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
을 오픈했다.
플랫폼에서 제공된 데이터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 서비
스 개발, 고객 확보, 공정 개선, 해외진출, 문제해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기업 간 거래관계, M&A, 금융·투자 정보, 기술 개발정보
등을 종합하여 시장 및 경쟁기업을 분석, 신규 제품·서비
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 이탈 방지와 재방문율
을 높이기 위해 고객 행동패턴 분석 데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코로
나-19 등으로 경제산업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업 디
지털혁신의 속도가 산업생태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인 데이터 사업을 통
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혁신 플랫폼’은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
험원(KTL)이 수행기관으로 선정(’20.10)되어, (주)가이온,
(주)에프앤가이드, 한국M&A거래소, (주)대덕넷, 알리콘,
에스티에이치에이에스(주), (주)이엔씨지엘에스 등 총 7개
데이터 센터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KEMC

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고객 및 신규고
객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유통·거래망 데이터
분석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진출 희
망 국가의 수출입 거래, 시장 기업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해외진출 기획도 가능하다.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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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기 위한 CAT 등급이란 무엇일까
전기 공구, 시험, 측정 장비에 대한 안전 등급의 이해
CAT 등급 체계는 산업 유틸리티 인프라 검사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하는데 기본 멀티미터가 충분한지에 대한 정보를 전기 장
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글 / 플리어시스템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는 전기 회로 식별, 시험, 측정에 사
용하는 장치를 비롯하여 전기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등급 체계는 산업 유틸리티 인프라 검사에 적합한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장치를 선택하는데 기본 멀티미터가 충분한지에

측정 범주로 알려진 이러한 분류 방법은 정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전압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과도 전
압 전위를 포함하여 회로 내 모든 지점에서 통용되는 잠
재적 전체 연속 에너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과도 전압

대한 정보를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 복사기 수리부터 전력 시설 검사까지 전기 장비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낙뢰나 아크, 또는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측정 범주는 CAT I, CAT II, CAT III, CAT IV, 4가지(CAT)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

전압 등급 이해

도록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려면 이러한 각 범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등급 체

CAT 등급 체계에서 로마자 (예, I ~ IV)는 총 잠재적 과

계는 산업 유틸리티 인프라 검사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하

도 전압 위험으로 정의되는 전원과 관련된 회로의 위치를

는데 기본 멀티미터가 충분한지에 대한 정보를 전기 장비

나타냅니다.

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 작업에 적합한 도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CAT I 일반 랩톱 PC를 포함한 전자제품과 조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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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전원이 공급되는 회로와 같이 주 전원공급장치

그러나 적절한 전압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중 절반

에 연결해 사용하지 않는 보조 회로가 해당됩니다.

에 불과하며, 단순히 추정 전압을 시험 및 측정 장치에 맞

- CAT II 표준 전원 소켓과 플러그인 부하와 같은 지

추어서는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장난 전기

역 수준의 배전이 해당되며,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장치에는 전기 유닛의 정해진 정격보다 몇 배나 큰 임펄스

과 휴대용 플러그인 전동 공구가 포함됩니다.

나 과도 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옥외 전력선

- CAT III 회로차단기, 배선, 스위치 및 산업용 장비를
포함한 건물의 전기 설비를 가리킵니다.
- CAT IV 저전압 동력 시설의 전원과 지하의 전력 시
설 구조물이나 옥외 전력선 같은 전력망 인프라가 포
함됩니다.

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전압이 120이나 240볼트지만 낙뢰
로 수천 암페어 정도의 과도 전압이 발생하여 단락이나 아
크를 일으키고 전력망을 검사하는 기술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적합한 CAT 등급이여야 하
며, 잠재적으로 위험
한 전압 서지를 견딜
수 있도록 노출될 환
경의 최대 전압보다
전압 등급도 높아야
합니다.
다행히, IEC에서
는 해당 전기 공구의
작업 적합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참조 차트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작업에 맞는
공구 선택
주어진 규격에
서 CAT III 600V과
CAT II 1000V 등급
의 도구를 요한다면,
해당 모듈은 최대
6000V의 임펄스나
과도 전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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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규격에서는 추가로 전압이
6000V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
는 전원 CAT III 회로에 장치를 함께 사
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나리오
에서 6000V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등급이 지정된 도구
나 장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CAT IV
회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뜻합니다.
VS290-32 비디오스코프는 접근이
어려운 지하 시설 보관소 검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직사각형 팁이 달린
유연한 프로브 끝에 MSX 프로세스를
통해 열화상이나 실화상 또는 이 두 가
지 기능이 결합된 장치입니다. 이 장치
는 CAT IV 600V 등급으로, 과도 전압
이나 임펄스 전압이 8000V 이상 상승
하지 않는 한 공공 전력 장비(지하 전력

VS290-32 비디오스코프는 접근이 어려운 지하 시설

시설 보관소)의 잠재적 오류를 검사하

보관소 검사용으로 설계되었다. 이 장치는 CAT IV 600V

는데 이상적입니다.
CAT 등급 체계는 작업에 적합한 도
구를 신속히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하
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여, 그 도구가 특

등급으로, 과도 전압이나 임펄스 전압이 8000V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공공 전력 장비(지하 전력시설 보관소)의 잠재적
오류를 검사하는데 이상적이다.

정 용도나 시나리오용으로 설계되어 있
는지 파악하고자 만든 체계입니다. 빠
른 점검은 안전 수준을 높여 감전이나
화재, 폭발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나 사
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LIR Systems, Inc. 소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FLIR 멀티미터, 클램프미터, 그 외 전

지난 1978년에 설립된 FLIR Systems는

더욱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 검사 및 측정 장비를 알아볼 때는 각

세계 최고의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품 규격의 안전 등급을 확인하여 특정

국방용, 산업용, 상업용 지능형 감지

목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F L I R

(www.fli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ystems의 비전은 <The World’s Sixth

아울러, @flir 계정도 팔로우해 주시기

Sense>로 거듭나는 것이며, 전문가들이

바랍니다.

장치가 계획한 사용 시나리오와 일치하
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K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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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고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3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8-65호(’18. 4.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에는 제9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의 제
품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

제4조(공인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

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

을 목적으로 한다.

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
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
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

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국 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

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
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IEEE)의 표준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

②공
 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

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

관을 말한다.

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제6조(검수시험의 면제)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

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시험의 대상품목 중 제품이 변경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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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검수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에 따라 검수시

제12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

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이하

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

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

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

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면제 여부

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

제13조(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

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

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

제8조(생산자 자체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②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

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

②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제9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

제14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따라 결정 및 처리한 사항
에 대하여 매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따른 시험업무를 처리함

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

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

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품
 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

제1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

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부칙

을 거쳐야 한다.
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

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9

에너지 산업 고시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품목명
1. 변압기

2. 차단기

3. 개폐기

4. 퓨즈

5. 변성기

6. 보호계전기

7. 피뢰기
8. 케이블접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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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입변압기
② 건식변압기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④ 특수 변압기

제품명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저(Recloser)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퓨즈부착형 포함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⑬ 기타 개폐기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④ 특수 퓨즈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Metering service)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⑦ 특수 변성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목명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① 유입변압기
② 건식변압기
변압기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④ 특수 변압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차단기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저(Recloser)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개폐기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퓨즈부착형 포함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⑬ 기타 개폐기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퓨즈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④ 특수 퓨즈

시험 방법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
험한다.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변성기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Metering service)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⑦ 특수 변성기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변성기는 22.9kV
초과 및 이하로 구분하여 각1대씩 한다.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대를 한다.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
초과 및 60A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 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한
다. 단, 60A이하 규격 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
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보호
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피뢰기
케이블
접속재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2. 검
 수시험은 모든 표준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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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품목명

가. 변압기

나. 차단기

다. 개폐기

라. 퓨즈

마. 변성기

바. 보호계전기

사. 피뢰기

아. 케이블접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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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명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변압비 측정기
③ 권선저항 측정기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⑩ 부분방전시험설비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가스누설탐지기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주회로저항 측정기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④ SWC 시험설비
⑤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⑥ 가스누출 탐지기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VT, CT 및 계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VT, CT 및 표준 부담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③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④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⑦ 부분방전시험설비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②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설비
②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④ 부분방전시험설비
⑤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계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③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비고

유입변압기에 한정함
건식변압기에 한정함

GIS, GCB에 한정함
OCB에 한정함

PCB 내장형에 한정함
Gas Type에 한정함

(별지 제1호 서식)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소 ⑤본사
재
지 ⑥공장

⑦담당자
⑧제품명
신 ⑨제품의
청 정격(형식)
제
품

⑪형식시험

⑫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⑬제조물 책
(PL)보험

④설립년월일

성명/직책
부서

전화

이동전화

팩스

E-mail

정격:

⑩재고현황

형식:
시험기관명
적용 표준

최신개정년도

인증 범위

유효 기간

인증 기관

가입보험사

인증 번호

대

년

월

보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34호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검수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하

대표자:

년

월

일

인

구비서류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사본 1부.
2.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사본 1부.
3.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4. 자체검수시험성적서 1부.
5. 제조물책임(PL)보험 증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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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②
제1편.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1) 건축용 연료전지 DC 전력망 구축
수소 연료전지 분산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 또
는 수전전력 소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관망을 통한
공급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전력 수요를 공급 또
는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배관망의 경우 AC나
DC 전압으로 건물부하에 바로 사용하거나 축전지를 활
용하여 전력 계통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21]은 건물
내부의 연료전지 발전에서 생산된 DC 전력을 에너지부

[그림 1-21] 건물내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구축 DC배전 망 구축 예

하에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축물에서 전자기기나 조
명부하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전이나 기계 등

(나) AC(교류) 전력망

은 AC 보다 DC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내구성에 유리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초기 DC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적인 DC 공급원이 있는 경우 시

AC로 변환하여 송배전을 통하여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스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

가장 보편화된 연료전지 발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료전지 발전을 통한 DC 전력의 활용에 대한 전력망 구축

기존 전력망에 연계 활용이 용이하고 추가 배선 비용이

검토가 필요하다.

나 기타 시스템 개발이 필요 없어 현재 전력망에 바로 사

[그림 1-21]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

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 전력의 효율 손실과

력을 ESS 저장 또는 분전반을 통하여 건물내 장비에 직접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단점으로 작용된다.

연계 활용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버터나 전력망에 연계를 위한 승압장비의 유지관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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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증가는 필요하다.

에 연계될 경우 5 ~ 6% 에너지 효율 상승이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1) 건축물 내부 수소 연료전지 AC 전력망 구축

삼성물산은 Active House(Green Tommorrow) 모

건축물 내부에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경

델에 직류 배전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최근

우 간편하게 기존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내장된 연

K-MEG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K동을 DC 배전 실

료전지 인버터에서 바로 교류로 변환되어 건물의 전력부

증사이트로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하에 한전망과 계통 연계형으로 시공 설치하여 사용이 가

[그림 1-23]은 국내 전력 생산량에 따른 AC / DC 전력망

능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배관망를 건물내 연료전지 발전

을 비교한 것이다.

시스템에서는 많은 부분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 없다.
[그림 1-22]의 경우는 건물에 구축된 수소 연료전지 전
력계통을 도식화한 것으로 건물내부에 연료전지를 설치하
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건물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활
용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3] 국내 전력 생산에 따른 AC / DC 전력망 비교

연료전지 상용화 건물내 배전망 실증 구축 사례로는 여
수엑스포 한국관에 적용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를 통
[그림 1-22] 건물용 연료전지 전력 배선망 구축 개념도

합한 배전망 설계 시공을 국내 업체인 포트리치에서 성공
적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국가 기간망과 연계하기

2) 국내외 연료전지 전력배선 망 구축 사례

위한 역송 송배전 전력망 시스템을 반영 생산 전력을 국

국내에서 DC 배전은 연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 기간망에 연계하였다. [그림 1-24]는 전력망에 대한 연

장점으로 전력변환의 최소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가

계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를 목표로 DC 배전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KT 남수원

해외의 경우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망 구축에 대

IDC에 직류 배전을 적용하여 13.2%의 효율향상을 실증한

한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실증을 통한 검토 및 상

사례가 있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DC Home 구축 타

용화 기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림 1-25]

당성을 실증을 통한 검토로 현재 옥내의 600V 전선으로

MCFC Microgrid Project 개념도 작성의 예처럼 신재생에

400Vdc 공급이 가능하며 DC 공급 시 41%의 용량 증대

너지(연료전지 포함) 전력망 구축을 통한 실증 연구가 일

효과가 검증되었고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및 전기자동차

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45

Technical Series

에서 2009년 10월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플랫폼으로
24V DC표준을 발표하였고, SUN·NTT 등에서는 DC
에 대한 표준전압으로 300~550V를 제안하고 있으
며, 미국 CPES에서는 300V와 48V DC전원으로 구
성된 Test-Bed를 구축하여 효율을 검증하고 있다. 미
국 Nextekpower는 ‘Hi-efficiency DC Lighting’,‘Air
Handidng’, ‘Server Farms & datacenters’,
‘Emergency prepared Community centers’ 등 4가지
솔루션으로 DC 배전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26]은 건물 단위 연료전지 생산 전기에너
지를 건물에 사용되는 개념도를 나타낸 것으로 열과 전
[그림 1-24] 여수엑스포 한국관 전기계통 설계도

기의 사용되는 계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6] 주거에서의 전력망 구축 개념도

(다) 연료전지 건물 단위 전력망 구축 도면
[그림 1-25] MCFC Microgrid 개념도 작성 예

아래 [그림 1-27]은 연료전지 분산형발전용 에너지 흐
름 연계를 나타낸 개념도로 전기는 한전 Grid에 연계하여

미국에서도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력은 인

소비처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건물에 바로 연계하여 활용

버터를 사용하여 AC전력으로 변환하여 지방 전력사

가능하다. 또한 생산된 열에너지는 건물의 냉방이나 난방

업자에 연계 사용하거나 건물단위의 독립형 계통을 설

에 직접 활용하거나 열병합발전과 연계하여 집단 에너지

치 시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DC배전망의 경우 연구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분산형 전원 보급 기반조성은 에

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너지 피크수요 감축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매우 유용하게

다.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에서는 IDC 380V DC 배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 생산 전력을 위한 송전망

전시스템을 통해 10~15% 수준의 효율 향상을 확인하

건설비용 절감 및 사회적 갈등 축소나 수용성 개선에 적

였다. 직류빌딩 표준 선점을 목표로 Emerge Alliance

합한 방식이다. [그림 1-28]은 전력생산 시스템별 전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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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망을 나타낸 것으로 연료전지도 장비 전력에너지 부
하 및 계통 연계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 단일 건축물 또는 도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에
따른 경제적 전력망을 선정.
1. 단일 건축물에서 AC/DC 전력에 따른 전력망
을 분석 경제적 시스템을 선정.
2. 도심지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에서 계통 연계
가능한 전력망을 경제성 검토를 통하여 송배
전망을 선정

1-4. 열원 계통
[그림 1-27] 연료전지 분산발전시스템 에너지 전송망 개념도

1. 열원계통 분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서 생산 열원은 경제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특히 PEMFC이 경우 MCFC, SOFC 보다 생산 열원의
온도가 낮아 활용성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활용 효율에 따
라 경제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열원 계통을 잘 분
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융탄산염(MCFC)이나 고체
산화물(SOFC)의 경우 작동온도가 600 ~ 1000℃로 생산
열원이 130℃ 이상 되어 열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는 생산 열원이

[그림 1-28] General Framework Microgrid

60℃ 안팎의 저온으로 건물부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단
점이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 방식에 따른 열원계통을 잘

3. 전력망 검토 선정
가. 연료전지 발전에 따른 생산 전력을 소비처로 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9]는 연료전지 PEMFC
생산 열원 활용 개념도이다.

내기 위한 송배전 망 구축 방법을 선정.
-A
 C 와 DC 전력 소비방식에 따른 연료전지 전
력망 구축 방법을 파악하고 선정
•AC : 교류(Alternating Current)
•DC : 직류(Direct Current)
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전력생산 특성을 분석 및
파악.
1. 수
 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연료공급 시스템
을 선정.
2. 건물 용도에 맞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결정.

[그림 1-29] 건물용연료전지 열원 활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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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열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적용 기술은 거의
개발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MCFC나 SOFC의 경우 고
온의 열원을 건물이나 열원 공급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병합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기존의
급탕으로 사용하거나 방열 팬을 사용하여 배열 처리하고
있다. 생산 열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장비가 다운되거나
내구성에 문제를 야기하여 장비 수명을 단축되는 문제점
을 야기할 수 있다.

2. 연료전지 발전에 따른 생산 열원의 활용 방안

[그림 1-30] PEMFC 배열 처리 시스템

가. 연료전지 배열 처리 문제점 분석
(1) PEMFC 생산 열원 처리 및 활용 방안

을 활용할 수 있어 열병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

연료전지 발전을 위해서는 스택에서 생산되는 열을 처

으나 건물에 직접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

리하여 스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이 필요하다. MCFC의 특성상 분산형 발전용으로 시

배열 온도는 60℃ ~ 63℃, 열 생산 회수 시 55℃ ~ 58℃

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난방과 연계한 열활용 시스템 구축

로 스택에 회수 과열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 적용되

이 가장 용이하다.

는 PEMFC의 열원은 현재 급탕탱크에 저장하여 필요 시 급

기존 MCFC 발전시스템 구축으로서는 방열팬을 사용

탕으로 건물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급탕

하여 스택 온도 안정화를 이루어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탱크의 열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방열 팬을 사용하여 외부

있다. 현재 MCFC 발전시스템 구축 사례로는 2013년에 완

로 열을 배열처리를 하여, 스택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공된 경기 화성에 설치된 경기그린 연료전지 발전소는 설

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비용량 60MW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축되어 있다. [그림 1-30]은 건물에서의 연료전지 발전에

로 건설되었다. 1년에 4억 6400kWh의 전기와 1950㎉의

따른 생산 열 활용시스템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

열을 생산해 화성시의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70%에 해당

서 방열 팬 사용 없이 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경

하는 13만 5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SOFC 생산 열원 처리 및 활용 방안
(2) MCFC 생산 열원 처리 및 활용 방안

SOFC의 전해질은 세라믹 고체이며, 고체 안에서 이온

상암에 시공된 20㎿ 규모의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이 원활히 움직여 전기를 전도하려면 이온들이 충분히 가

는 6,500,000Mcal의 열이 생산되는데 이는 6,500여 가

열되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SOFC의 작동온도는 500 ~

구에 급탕이나 난방으로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900도 정도로 매우 높다. 작동온도가 높은 것은 SOFC의

MCFC의 작동을 위해 600℃이상의 고온의 열이 필요

열효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원인으로도 된

하고 활용 열원도 PEMFC보다 높은 100℃이상의 고열원

다. 즉 작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하로는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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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모든 연료전지는 수소가 아닌 다

열원계통 분석 순서

른 탄소를 포함한 연료를 사용한다면, 개질기를 통해 이
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연료에 포함된

가. 연료전지 발전에 따른 생산 열에너지를 소비처로

탄소의 연소에너지가 연료 분자로부터 수소를 떼어내는

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법을 선정한다.

데 사용된다.) 따라서 SOFC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은 전통

- 연료전지 특성에 따른 열 생산 방법 및 활용을

적인 화력발전의 열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과 질

위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선정하기

적으로 다를 것은 별로 없는 것이다. 열 활용은 배열온도

•PEMFC(중저온의 열원 ; 60℃ 내외)

가 높아서 다양한 열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특히 전지본체

•MCFC / SOFC(고온의 열원: 130℃ 이상)

를 가압 작동시켜서 배출되는 고온고압 가스를 후단의 가
스터빈과 증기터빈에 보내어 동력을 회수하는 컴바인드
사이클(또는 보텀 사이클)을 구성하면, 다른 에너지 변환
시스템으로는 얻기 힘든 60~70%의 높은 발전효율을 달

나. 연료전지 발전 열생산 특성을 분석 및 파악한다.
1. 건물 및 분산발전에 적합한 열 활용 시스템을 선
정한다.

성할 수 있다. 현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현재 일본,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진행 중에 있다.

제2장.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사업계획 수립

로 3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연료전지 발전규
모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경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
제적 모듈 및 시스템 선정이 필요하다. [그림 2-1]은 연료

2-1. 경제성 평가

전지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 연료전지 시장 전망이며 [그
림 2-2], [그림 2-3]은 가격변화 분석 자료로 발전용 연

1. 에너지부하 패턴에 적합한 경제적 연료전지 분석

료전지 kW당 제품 가격 추이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연료전지의 각각 특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나 부하활
용 특성에 따른 연료전지의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열에너지의 활용에 따른 경제성 향상을
구현할 수 있어 시스템 구축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연료전지는 건물용, 발전용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건
물용으로는 PEMFC를 주로 적용하고 MCFC는 분산 발전
용이나 대규모 건물용으로 사용되나 단일 건물내부에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SOFC는 아직 내구성 검증이
진행 중이나 일본의 경우 소규모 건물용 모듈이 개발 시
범적용 되고 있다. 제품별 가격은 소용량 PEMFC는 0.25
~ 3억 정도 소요되는 반면 MCFC는 100kW 이상 용량으

[그림 2-1] 연료전지 연도별 시장 증가 예상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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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료전지 부하활용 분석에 따른 경제성 검토
상업용, 건물용 연료전지는 전기부하 활용, 열 부하 활
용 및 전기열 복합 활용 등 3가지 운전전략을 순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은 없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도
[그림 2-2] 연료전지 가격 변화 비교 분석-1

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에서 REC 판
매 등 시나리오를 활용할 경우에만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
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연료전지 설치량이 늘고 있는 것
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을 확보한 풍력발전사업이 인허가에 묶
여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연료전지가 대안으로 부상했
다. 연료전지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은 것

[그림 2-3] 연료전지 가격 변화 비교 분석-2

도 설치량 증가의 이유다. REC는 실제 공급량에 신재생에
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발급된다. PEMFC의 가

1.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경제성 검토
열병합발전 시스템 구축 인자 분석

중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2이다. 공급량의 두 배
가 되는 REC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각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연

(1) 건물용 / 발전용 발전시스템 비교

간 지원한계 용량을 설정하고 생산된 전력을 미리 정한

건물용과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적용 방식과 시스템

‘기준가격’으로 15년 또는 20년간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물용의 경우 도심지에 시공되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전력시장의 계통

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탄소배출이나 기타 유

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과 기준가격의 차

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야 한다. 즉 친환경 건축물 구현

액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게 된다.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

을 위해 소음이나 위험성 배제, 탄소배출 최소화가 필요하

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전기

다. 이를 위한 연료전지로는 PEMFC가 가장 적합한 것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부분(공급의무량)을 신

로 판단되며 시스템은 열은 바로 건물 냉난방 부하와 연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의 수단으

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공비용을 절감하면서 경

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

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기는 DC로 바로 부하

토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SMP가격을 통한 전력판매

에 대응하여 사용하거나 인버터를 사용하여 AC로 변환하

와 의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

여 한전전원과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

게 되는 구조이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 2-4], [그

발전의 경우 도심지 외곽에 위치 소음이나 위험성 리스크

림 2-5]와 같다.

문제는 건물용보다 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고온의 열월을 생산 열병합 시스템과 연계활용이 필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OPEX(운영비용, Operating

요하다. 따라서 분산발전소의 경우에는 대용량의 시스템

Expenditure)의 비중이 높다. 비용의 대부분을 CAPEX(자

구축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이다.

본비용, Capital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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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러나 연료전지 업계는 가장 비싼 열병합 요
금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시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
생된다. [그림 2-6]은 세계연료전지 시장 전망으로
연료전지 필요성 및 시장 확대를 통해 경제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수익비교

[그림 2-6] 세계 연료전지 시장 변화

연료전지 경제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로
[그림 2-5]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수익비교-2

에너지원과 달리 OPEX의 비중이 높고, 이러한 운영비용
의 대부분이 예측이 매우 어려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만
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Risk Premium)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분석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가
격과 연료인 LNG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
다. 장비 가격 하락은 핵심 부품인 스택 수명 향상이
관건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택이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0년 사용 시 한번의 교체가 필
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가격에는 스택 원가가 2배 반
영된다. 최근 스택 가격은 연간 평균 20% 이상 하락
하는 추세지만 저가 소재 개발을 통한 국산화가 시급
하다. 연료로 사용되는 LNG와 수소의 가격도 연료전
지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가 이
하 전기요금 체계로 연료전지 사업의 투자 회수율이

는 연료전지 가격, 수소가격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소생
산시스템의 경우 고효율 수소발생장치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제작(또는 합작 생산)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수소발생장치 가격은 200만원/㎾, 수소생산원가
1,000원/kg미만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현대차와 수소
충전소 설치 협약을 통하여 에너지유통업체와 공동으로
고효율 수소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래 <표 2-1>과 같이 국내외 연료전지 가격 및 수
소 생산 비용과 이에 따른 전력 소비량을 비교한 것으로
MCFC와 SOFC 발전 효율은 47%와 60%로 계산한것이다.
<표 2-1> 국내외 연료전지 시장 분석

구분

수소연료전지
가격

가격

•카나다 소형 1,000만/㎾, 일본 소형 2,000
만원/㎾
•포스코(주) MCFC 연료전지(개질기 포함)
가격 : 500만원/㎾
•국내 MCFC 연료전지(개질기 포함) 가격 :
4,000만원/㎾(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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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가격

수소 생산
전력량

•전기분해 수소생산 단가 :3,600원/kg(약
60㎾h/수소1kg ×심야전력 60원/㎾h)
•수소판매 단가 : 영국 1,500원/kg, 국내
6,000원/kg
(전기분해 효율 100% 일 경우 소비전력 계산)
- 34,000kcal/수소kg ÷860kcal/㎾h =
39.5㎾h/수소1kg
- 물 1kg(1리터) 전기분해하려면 39.5㎾h/
수소1kg ÷물 9kg = 4.4㎾h

※ 발전효율 MCFC(융융탄산염) 최대 47%, SOFC, PEMFC : 60%

10,550kcal/㎥ ×1,040원/㎥ = 3,351원/kg으로
LNG와 대체 비교 시에는 수소판매가격이 3,300
원/kg 이하(생산원가 2,000원/kg)가 되어야 대
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열병합발전 구축 시스템 분석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구축시 사용되는 연료나 연료전
지 타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분석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직수소나 개질시 사용되는
LNG나 연료다변화 사용이 가능한 SOFC의 경우는 바이
오가스나 메탄가스 등의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시스템 구

2) 수 소 발 생 장 치 에 사 용 되 는 소 요 H 2 O 는 가 정

축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2-5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구

용 1㎾ 설치할 경우, 시간당 수소및 물 필요량1

성도로 열 및 전기 생산으로 전력 변환기인 인버터를 사

㎾h×860kcal/㎾h÷0.53÷34,000kcal/kg =

용 AC로 변환 시 50%의 전기 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음

0.0477kg(수소47.7g)으로 물 1리터를 전기분해하

을 나타낸 것이다.

면 수소 111g 생산이 가능하다. 즉 시간당 물 0.5리
터(47.7g÷111g= 0.429리터) 전기분해 시설이면 가
능함. 발전용의 경우 1㎾ 설치할 경우, 시간당 수
소 및 물 필요량은 100㎾h×860kcal/㎾h÷0.53÷
34,000kcal/kg = 4.77kg(수소4,770g) 즉 물 1리터
를 전기분해하면 수소 111g 생산가능하다. 따라서 시
간당 물 50리터(4,770g÷111g= 42.9리터) 전기분해
시설설치가 가능하다.
[그림 2-7] MCFC 시스템 구성도-1

3) 수 소연료의 타 연료와 생산단가를 비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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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수소kg의 경우(현재 6,000원/수소kg,

[그림 2-7], [그림 2-8]은 전체시스템 구성도로 연료

총발열량 34,000kcal/kg을 나타내는 반면 석탄

변환장치(Reformer)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때 수소를

의 경우 6,000kcal/kg, 단가 약 100원/kg로 분

생산하여 연료전지에 공급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

석되어 비교 시 34,000kcal/kg÷6,000kcal/

현할 수 있는 급기시스템, 냉각시스템 및 전력 변환장치

kg×100원/kg = 566.6원/kg으로 수소판매가

등을 통하여 분산발전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이중 경제

격이 500원/kg 이하(생산원가 300원/kg)가 되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냉각시스템으로 전력 및

어야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열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 전기에너지가 소모되어 비용

한 LNG의 경우 발열량 10,550kcal/㎥, 단가

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

1,040원/㎥로 수소와 비교 시 34,000kcal/kg÷

소로 분석된다.

전기분해 효율 70%와 대비할 경우 2,000배 효율이 예상
되며 수소연료전지 1,000kw를 생산할 경우 포스코에너지
(주)MCFC 방식의 연료전지 가격이 약 50억 정도 예상 시
(수소 개질기 가격 약 10억 추정) 수소생산설비 3대가 필
요하다.(328kw×3대) 따라서 수소생산설비 1대의 가격은
최소 3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00W를 이용해서
분당 1,320리터의 수소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소 7.071kg/
시간(1,320리터/분÷22.4리터/몰×2g/몰÷ 1,000g/kg ×
[그림 2-8] MCFC 시스템 구성도-2

60분 )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때 물 소비량으로는 63.7리
터/시간(7.071kg×1,000g/kg÷111g/kg)가 소비되고 시

열병합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성 분석해외 고효율 수소

간당 전기생산량은 124kw(7.071kg×28,600kcal/kg÷

발생장치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제작(또는 합작 생산)을 통

860kcal/kwh×0.53(효율)로 계산된다. 이 경우 총 발열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수소발생장치 가격은 200

량기준 시간당 효율은 599배(7.071kg×34,000kcal/kg÷

만원/㎾, 수소생산원가 1,000원/kg 미만으로 구축이 가능

860kcal/kwh)÷0.415kwh)이고 순 발열량기준 시간당 효

하다. 현대차와 수소충전소 설치 협약을 통하여 에너지유

율은 470배(7.071kg×28,600kcal/kg÷ 860kcal/kwh)÷

통업체와 공동으로 고효율 수소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0.500kwh)로 계산된다. 따라서 전기분해 효율 70%와 대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하면 700배 효율이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 1,000kw를
생산하는 것을 가정하면 포스코에너지(주) MCFC 방식의

2.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경제성 분석
열병합발전 가격 비교 분석

연료전지를 정용하는 경우 수소생산설비 8대가 필요하고
(124kw×8대) 이때 수소생산설비 1대의 가격은 최소 1억
이상 예상된다.

(1) 수소연료 생산 경제성 비교

위 검토 내용을 비교할 경우 대용량 시스템 구축이 수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소생산 인프라 시공시 경제성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검토

하는 경우 수소생산을 2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

되었다. 아래 [그림 2-9]는 수소생산이 가능한 장비로 한

째 415와트를 이용해서 분당 3,478리터의 수소생산 시

국가스공사 천연가스개질기와 GS-칼텍스의 액체연료전

수소생산은 18.632kg/시간(3,478리터/분÷22.4리터/몰

지 개빌기 및 SK 납사개질기 등이 있다.

×2g/몰÷1,000g/kg×60분)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경
우 물 소비량은 167.8리터/시간(18.632kg×1,000g/kg
÷111g/kg)이고 시간당 전기생산량은 328kw(18,632kg
×28,600kcal/kg÷860kcal/kwh×0.53(효율)이다. 이
때 총 발열량기준 시간당 효율은 1,775배(18,632kg×
34,000kcal/kg÷860kcal/kwh)÷0.415kwh)이고 순 발열
량기준 시간당 효율은 1,495배(18,632kg×28,600kcal/kg
÷860kcal/kwh)÷0.415kwh)로 계산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2-9] 수소생산 장비 비교(reformer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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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시스템 설계 ①

1. 바이오 에너지의 개요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불안정
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유사시 공급 교란의 위험이

가. 바이오 에너지의 중요성

있다. 또한 신흥 공업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1)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에너지의 역할

증가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

(가) 바이오 에너지의 정의

계 에너지 소비량이 2007년 대비 약 40% 증가할 것으로

바이오 에너지의 현행 법적인 정의는 “생물자원을 변환

전망한 바 있다. 빠듯한 에너지자원의 수급 여건으로 인

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

해 화석에너지의 가격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2011년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 등으로 인

용보급 촉진법).

해 유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

일반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

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

는 유기물과 유기물을 소비하여 발생하는 모든 바이오매

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스(biomass)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생

있으며, 현재 2013년 이후(post-2012) 교토의정서 존속과

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1). 여기서 바이오매스란 살아있

2021년 이후(post-2020)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변

거나 최근까지 살아있었던 동식물과 미생물들을 말하며,

화 체제 설립에 합의한 상황이다(더반 패키지, 2011.12). 신

재생에너지의 관점에서 바이오매스는 동식물과 미생물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능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유기물질만이 해당된다.

축을 통해 환경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나)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에너지

지역의 재생 가능(renewable)한 자원으로 에너지원을

인류는 현재 자원, 에너지 및 환경적인 위기에 동시에

다변화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안보능력을 향상

직면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화석에너지

시킬 수 있으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여 막대하게 방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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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BNEF, 2013), 투자액도 2012년

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로 2011년

2,265억 달러에서 매년 급증하여 2020년에는 연간 4,187

기준 96.4%의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

억 달러, 2030년에는 연간 6,73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

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 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위기에

측하고 있다(BNEF, 2013).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부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

품소재건설플랜트발전 사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생

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산 유발 효과가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비교적 높은 산업

있다. 국내 수입액의 약 1/3인 1,848억 달러가 에너지 수

이다(주무현, 2011). 신재생에너지는 자원 위기, 에너지 위

입에 쓰여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 및 환경 위기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2030년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11%

인 동시에 유망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에

목표 및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안(BAU) 대비

주력할 경우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좋은 국가 이미지를 홍

30%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정책적 우선순위

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신산업 창출의 영역에서도 중

(2) 바이오 에너지의 강조점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유제품 수출이

(가) 고체 바이오 에너지

2013년 1분기 수출 1위를 차지한 것에서 보듯이 에너지산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

업은 국민 및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시키기

상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양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 외에도 국가의 부가가치를

중요하다.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재생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에서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산업도 세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2010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어 신산업 창출 분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세

는 다음 <표 1-1>과 같다.

계시장 규모는 발전 부문의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

171 EJ의 에너지는 171×1018 J이다. 1 TOE(107 kcal)는

지 연평균 7.2%로 성장하여 총 설비용량이 약 4,948 GW

41,868 MJ로 41,868×106 J 이므로, 171 EJ을 TOE로 환

<표 1-1> 문헌상 통계를 통한 바이오매스의 기술적 잠재량 분석

지역

북미
유럽, 러시아
태평양, OECD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합계

초지·산지면적
(Mha)
659
902
515
1,088
556
785
107
4,605

보호지(Mha)
103
76
7
146
92
54
2
481

사료용 초지 제외
(Mha)
391
618
332
386
335
211
93
2,371

기술적 잠재량
(GJ/ha/yr)
185
140
175
250
285
280
125
1,420

기술적 잠재량
(총, EJ/yr)
19
17
17
69
4
45
0.2
171

출처 : 바이오매스의 기술적 잠재량 합계는 171 EJ/yr이나 사료용 초지가 바이오매스 생산 지역으로 변환될 경우 288 EJ/yr까지 증가할 수
있다(U. S. Department of Ener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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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면 4.1 GTOE에 달하는 양(원유 41억 톤)으로 분석될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총 1차 에너지 공급은 262,609
천 TOE로 원유 약 2억 6천만 톤에 해당하므로, 지구상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가능량을 비교해 볼 때 지구상의
바이오매스 공급 가능량은 우리나라 총 1차 에너지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바이오매스를 난방 및 취
사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통계화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IPCC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인 67%를 연료 및 난방 취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연료용 목재 수요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2007년에는 약 20억㎥의 목재
가 연료용으로 사용되었다. 개발도상국 등에서 주로 이용
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오 에너지는 효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효율
[그림 1-1] 세계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및 추이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되고 있

출처: IPCC, 2011

으며, 기술적 개선이 시급하다.
IPCC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미래의 공급 가능성을 예측하

였다. IPCC 보고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6종

였다. 공급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으로 분류하고 2050년까지의 기술적으로 에너지 공급 가

에너지 생산 가능량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바이오 에

능량을 분석하였다<표 1-2>.

너지 생산 및 공급 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가장 많은 바이오매스 생산 잠재량은 잉여농지 및 유휴

<표 1-2> 바이오매스 분류와 에너지 공급 가능량(U. S. Department of Energy, 2011)

바이오매스 분류

주요 산물

1. 농업부산물
곡물의 짚(볏짚, 보릿짚), 왕겨(도정 작업 발생) 등
2. 잉여 농지 바이오매스 식량 및 사료용을 제외한 농작물로 유지작물, 초본류, 목재 등이 포함됨
3. 유휴지 바이오매스
황무지 또는 훼손된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
4. 산림 바이오매

임업분야에서 생산된 숲가꾸기산물 및 공정 중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톱밥, 가지부 등 포함)

6. 유기 폐기물

기타 가정용 및 산업용 오폐수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5. 축산 폐기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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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부산물

2050 기술적바이오매스
잠재량 (EJ/yr)
15~17
0~700
0~110
0~110
5~50

5~50

50~1,000

지에서의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생산으로 <표 1-2>의 바이
오매스 분류 항목에서는 2와 3에 해당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발
생량은 총 704만㎥으로, 발생량 중 약 45%인 319만㎥이

기술적으로 바이오매스 잠재량을 평가하였을 때 최대

제재목, 펄프, 보드용, 축산깔개, 버섯재배, 열병합 발전

700 EJ/yr의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생산 가능한 것으로 분

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량의 대부분인 55%,

석되었는데, 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에

즉 385만㎥는 현재에도 미이용 상태로서 바이오매스 에

너지 평가량인 171 EJ/yr 보다 4배 이상 많은 에너지이다.

너지이용을 위한 경제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효율적인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과 기후변화 완화에

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그림 1-3].

기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의 체계적인 생산과 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국내 산림면적은 6,433천 ha로서, 산림에 존재하
는 바이오매스양은 줄기(수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8
억㎥으로 분석된다. 연간 임목축적은 전체 임목축적양의
평균 4%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에 약 20㎥/ha에서 지속적으로 조림과 숲가꾸
기를 수행하였으며,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년 기준으로 국내 산림 축적은 ha당 125.62㎥로 측정되었
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단위면적당 임목 축적량이 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1.4㎥/ha를 상

[그림 1-3] 2010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출처: 산림청, 2011

회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
서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바이오매스는 농업 부문 등에서도 산출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
원 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 바
이오매스 생산 가능 부문을 임산 바이오매스, 농산 바이
오매스, 축산 폐기물 바이오매스, 도시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0년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 중 가장 많
은 양은 임산 바이오매스로 국내 전체 바이오매스양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로 23.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의 경우 고무·피혁류와 플라스

[그림 1-2] 우리나라 ha 당 임목축적(㎥) 증가량

틱, 섬유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에너지의 일부분으

출처: 바이오 에너지 기준 및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로 포함되며, 축산 폐기물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도 우분,

산업통상자원부, 2013

돈분, 계분 등으로 폐기물 자원으로 분석되는 문제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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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가용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이
용 가능 총량은 11,627천 TOE로 2010년 기준 국가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인 262,609천 TOE의 약 4.5%에 해당한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수급이다. 따라
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스템 개념 설계 시에는 가용 바이
오매스의 현황 파악 및 수급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1-6] 바이오매스 자원지도(임산 부산물)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그림 1-4] 바이오매스 자원지도(전체)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그림 1-7] 바이오매스 자원지도(축산 부산물)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그러나 국내 가용한 바이오매스 자원에 대한 국가 수준
의 통계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아 대부분의 자료는 추
정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작성한 에너지 기술 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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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바이오매스 자원지도(농산 부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에서 추정한 2010년 기준 국내 바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잠재량은 27,362천 TOE로, 2010년

송 부문에서는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
다. 수송 부문 외에도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 부문에서 액체
바이오연료가 보급된다면, 고체 바이오매스를 액체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될 것이다.
현재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는 자원이 한
정된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므로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료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고갈 걱정이 없는 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바이오연료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전용 차량과 보급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수소의 경우에
[그림 1-8] 바이오매스 자원지도(도시 폐기물)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는 수소 또는 연료전지로 구동하는 자동차의 개발이 각각
필요하며 전기 또는 수소를 차량에 공급하기 위한 충전소
도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기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른 11,627천 TOE에 비하

개발 보급과 충전소의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여 약 2.4배에 달한다. 유기성슬러지에 대한 평가와 음식

이러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차량은 단기적인 해결책

물 쓰레기 등의 분석, 농업부산물 등의 분석에서도 차이가

은 될 수 없다.

발생하고 있어 향후 연구 투자 방향과 기술 개발 우선순위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원과는 달리 액체 바이오연료는

설정 등과 같은 국가 주도의 원천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기존의 차량연료인 휘발유, 경유 등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 구축은 향

우에 현재 운행 중인 차량과 기 구축된 주유소를 그대로

후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장 경제적이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은 자라는 과정에서 이산화

(나) 액체 바이오 에너지

탄소를 흡수하므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시 대기 중 이산화

IEA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 농도 증가 효과가 낮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도

수송 부문에서의 CO₂ 감축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

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갈 문제도 없다.

다. 현대 산업에서 수송 부문의 주 동력원인 석유는 향후

이처럼 바이오연료 시스템 개념 설계에 있어서는 최종

2030년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생산될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어 이러한 석유계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즉 최종 산물의 종류와 우리가 대체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에너지 변환에 따른 효율 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

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급되고 있지만 액체 바이오에너지는 석유와 동일한 액체의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 독일의 루

형태이므로 석유와 직접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돌프 디젤이 땅콩 기름을 디젤엔진에 직접 연료로 사용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소비하는 수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브라질에서 자국의 주작물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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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수로부터 생산한 에탄올을 1930년대부터 가솔린 엔

실제 사용되고 있다[그림 1-9].

진에 연료로 사용하면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
는 높은 생산가격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다) 기체 바이오 에너지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오일쇼크 때마다 휘발유와 경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천연가스(LNG) 주

등 차량용 연료의 가격 폭등 문제를 겪으면서 과학자들은

요 수입국으로서 2009년 한 해 동안 3,356만 8,000 TOE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체 연료의 개발에 대해 관심을

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총 139억 달러의 외화를 사용

갖게 되었다.

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석탄, 석유와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 계속 성장이 가능하여 자원 고

천연가스의 순수입량은 총 2억 3,142만 6,000 TOE를 기

갈 문제가 없는 식물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체 사용

록, 2009년 2억 1,038만 5,000 TOE보다 10.0% 증가하여

할 수 있는 차량용 연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식물로부터

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인 6.1%보다 크게 증가하

만들어진 차량용 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라고 부르며, 휘

였으며, 특히 천연가스(LNG)의 수입량이 많이 증가하여

발유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과 경유 대체연료인 바이

2010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4,238만 4,000

오디젤 등이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기술의 경우, 차량

TOE로 2009년 3,356만 8,000 TOE와 비교하여 26.3%의

엔진 기술의 발전에 비례하여 고품질 연료의 적용 필요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높아진다. 바이오매스를 생물학적 또는 열화학적 방법

현재 바이오가스 에너지의 세계 시장규모는 약 150조

으로 반응시켜 보다 고품질의 차량용 바이오 연료를 생산

원, 국내 시장도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는 전환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연료 생산

매년 20% 이상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에 사용된 원료에 따라 식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1세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규모 또한 전 세계적으로 37.5조

대 바이오연료 기술,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2

원(2020년 기준, Helmut Kaiser Consultancy) 이상으로

세대 바이오연료 기술 및 수소 등을 생산하는 3세대 바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연료 기술로 분류 가능하며 현재 1세대 바이오연료만이

2010년 국내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157,074천㎥/년
이며 석유환산톤으
로 72,984TOE이고,
국내 일일 발생하
는 유기성 폐자원인
168,138톤을 전량 바
이오 가스화 할 경우
연간 756,807TOE의
원유 대체 효과(경제
적 효과 약 8,500억
원)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는 93%

[그림 1-9] 액체 바이오 에너지 기술 계통도

60

이상이 발전 및 자체

이용 등 이용 효율이 낮은 활용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PSA방식의 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으로 해외의

있는 실정이다.

제품이 다수의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이 같은 바이오가스 이용량은 열량 기준으로 환산 시

점유하고 있다.

원유 약 43만 배럴, 석유환산톤으로 62,662TOE(2009년

유럽 각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소요 에너지의 약

기준)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와 약 118만톤의

1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질화

온실가스저감 효과에 상응하는 양이다. 이를 통한 경제

된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배관망에 직접 주입하는 등 바

적 효과는 원유대체 477억원, 온실가스 감축 211억 등 총

이오가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688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0년에는 128,042천 ㎥의

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석유환산톤 72,984 TOE, 원유 대

서는 일찍이 바이오가스의 수송용 연료 이용 및 천연가스

체량 50만 배럴, 온실가스 감축량 137만 톤의 실적을 통

관망연계를 위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수송용 연료, 도

해 총 802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시가스 배관 주입 등으로 바이오가스의 이용이 활성화되

앞으로도 국내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활용성은 기후변

어 있다. 바이오가스 활용의 세계적인 추세로는 2010년

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대응

기준으로 총 186개의 바이오가스 고질화 플랜트 중 116개

방안으로서 이의 생산 및 활용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

가 도시가스로 활용되고 58개는 차량용으로 12개는 도시

상되고 있다.

가스와 차량용을 혼합하여 활용되고 있어 도시가스로 활

바이오가스의 활용은 LNG 대체 등을 통해 부가가치

용되는 사례가 많다.

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아직까지는 국내 성공한 실

국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축산 분뇨 처리장, 하

증 기술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기술의 해외 의존도

수처리장 등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에서 생산하고 있

가 비교적 높은 기술 분야이나 향후 충분한 개발 및 사업

는 바이오가스는 메탄 함량 60% 안팎의 6,000 ㎉/㎥ 수

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의 바이오가스 고질화 기

준의 저열량, 저품질의 바이오가스로서 대부분의 해당 시

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almberg,

설에서는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발

Flotech, Purac, Xebec 사 등이 있다. 국내에는 도시가스

전이나 열생산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발전을 통

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 운영된 사례는 없으나, 수송용 연

한 에너지 이용 효율은 약 30% 미만의 수준에 지나지 않

료화 사업을 목적으로 서남 하수처리장에 Flotech 사의

아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Water Scurrber 제품이 설치되어 있고, 수도권 매립지, 대

바이오가스의 생산자 부가가치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

구 달서 환경공단, 부산 수영환경공단 등에는 Xebec 사의

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로의 활용이 바람직한 대안으

<표 1-3> 바이오가스 이용 사례 및 특성

구분

발전

보일러

수송용 연료
천연가스 
관망 연계

가스 생산 기술

가스 전처리 기술

에너지 이용

매립지 가스, 혐기 소화 가스

탈황, 제습

열

매립지 가스, 혐기 소화 가스

탈황, 제습

매립지 가스, 혐기 소화 가스 탈황, 제습, 고질화, 압축

매립지 가스, 혐기 소화 가스 탈황, 제습, 고질화, 압축

시설 특성

전기, 열

발전기 및 송전 시설

차량 연료

차량 연료 이용 및 충전소 설치

천연가스 대체

열 수요처 확보

기존 도시가스 관망 또는 전용
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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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면

활용은 주로 생산 시설 내 전력 생산을 통한 전력 비용 대

세 등의 정책을 확정하여 BD5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체 및 잉여 전력의 매전 등의 저효율 활용 위주의 방식을

2007년 이후 매년 0.5%씩 상향 조정하여 현재 2010년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 2.0%를 경유에 혼합하여 보급하기로 하였고, BD20 사

일부 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수송용 연료 등으로 활

용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의 독자적

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발전을

보급 영역 확대를 도모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2월 

통한 발전소 내 전력 사용과 남은 잉여 전력의 소량 판매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하여 바이오디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에너지 효용가치가 높은 도

의 원가와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이 최우선 문제점으로 지

시가스 배관 주입을 통한 직접적인 도시가스 활용으로의

적되어 동물성 유지를 허용하여 상용 보급을 가능하게 하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였고, 폐식용유 등 국내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

국내의 경우 바이오가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일부 업체

다. 또한 2011년 12월까지 그 동안의 바이오디젤 면세 제

에서 바이오가스의 정제와 고질화 설비를 통해 메탄(CH4)

도를 일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경유의

함량 90%, 열량 9,000 ㎉/㎥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품질 기준 고시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2∼5%까지 경유에

위한 연구 및 수송용연료(CNG), 또는 전용 배관을 이용하여

혼합하도록 하는 혼합 의무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바이오

공급하기 위한 연구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바이오가스

디젤 2%를 보급 중이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
히 국내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관망 연계를 위해서는 도시

(2) 국외

가스 사업자가 연료의 수급, 연료의 안전성, 공급의 안정성

(가) EU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

및 제조시설의 운영까지도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어

2009년 EU는 신재생에너지법을 발효함으로써 2020년

이 부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까지 바이오매스, 하이드로,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
너지 사용 비중을 전체 EU에너지 사용량의 20%까지 향상

나.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목

(1) 국내

표로서, 각 회원국은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소비량을 최소한 10%까지 달성해야 한다.

따라 정부 차원의 바이오 연료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국내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보급은 경유 대

(나)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 보급 정책

체연료로서 바이오 디젤이 유일하게 현재 보급 중에 있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국가차원의 바이오 연료 혼합 의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2002.5∼2005. 12) 결과를 바탕

무를 시행하는 나라는 35개국이며, 일부 도시나 주(state)

으로 20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전국 보급을 실시하였

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6개국이다. 또한 10년 이내에

는데, 혼합비율은 시범보급 시 차량 필터 막힘, 시동 꺼짐

바이오 연료의 혼합 의무를 계획 중인 나라도 26개국으로

등의 차량 문제를 감안하여 BD20은 버스, 트럭 및 건설기

파악되고 있다. 북미 대륙은 자국 원료 기반의 바이오 연

계 등에 제한 보급하고, BD5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0.5%

료를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신재생 연료 혼합

를 혼합하여 전국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9월 정

의무 프로그램(renewable fuel standard, RFS)과 미국 캘

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

리포니아 중심의 저탄소 연료 프로그램(low carbon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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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LCFS)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남미
대륙도 자국 원료 바
이오 연료를 기반으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
다. 특히 브라질은 수
송부문에 바이오 연료
의 혼합을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먼저 시행
한 국가다. 브라질의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
의 핵심은 1977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알코
올(Pro-Alcohol) 프로
그램’으로 자국의 사
탕수수 원료기반 에탄
올을 수송용 휘발유에
20%를 혼합하도록 의

[그림 1-10] 세계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 도입현황
<표 1-4> 해외 바이오 연료 지원정책 주요 내용

국가

미국

무화 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중심의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을 펴고 있는

개국은 바이오디젤 기
반의 수송용 바이오
연료를 2009년에 설
정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에너지부(DOE)에서 6개의 바이오에탄올 식물 프로젝트에 3억8천5백만 달러 지원
•휘발유와 혼합한 바이오 에탄올 1리터당 0.135달러, 휘발유와 혼합한 바이오디젤 1
리터당 0.264달러의 세금 혜택
•“에너지독립 및 안보에 관한 법률(2007)”에서는 2022년까지 1,360억 리터의 재생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설정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2010년까지 휘발유에 최소한 5%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EU

북남미 대륙과는 다
르게 유럽연합(EU) 27

출처: Hart Energy’s Global Biofuels Center, 2011

일본

•“2003Biofuel Directive”에서 회원국들이 전체 수송연료 중 바이오 연료사용 비중
을 규정(평균적으로 2010년까지 3.5%)하고 바이오 연료 사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도록 법제화

•교토의정서 이후 바이오 연료 개발 및 사용을 추진
- 2007년도 예산 중 9,250만 달러를 바이오 연료 생산에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
수입 관세를 최근 27.2%에서 20.3%로 감

브라질 •바이오 연료에 대한 조세 감면 실시
중국

•몇몇 대도시에서 바이오 연료 혼합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에게 연간 1억8,800만 달러를 보조하는 한편 소비세의 5%를 감면

지령(2009/28/EC)에
의해 보급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은 수송부문의 온

탄소에너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바이오

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 제도

연료 할당법(Biofuel Quota Law)을 도입하고 있는데, 수

를 도입하여 잘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수송용 신재생연료

송용 화석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등에 바이오 연료의 최소

혼합의무제도인(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쿼터(quota)를 부여하여 혼합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RTFO)를 도입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

<다음호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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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독자�여러분의�원고를�기다립니다.
전기정보지는� 국내� 유일의� 전기공업계의� 전문지로서 500여
조합원과�유관기관�및�독자�여러분에�의해�만들어지는�여러분의
기술정보지입니다.

저희� 편집인� 일동은� 본지의� 내용을� 항상� 알차게� 꾸미기� 위해
최선을�다하여�독자�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눈과�귀를�열고

원고를�기다리고�있습니다. 늘�새롭고�보다�발전된�정보지로서
여러분의�곁에�있고자�하오니�깊은�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
바라며�아울러�적극적인�기고를�기다립니다.

원고의�구분

• 전기공업계의�발전방향�및�건의
• 기술동향�및�해설

• 신기술�개발�및�신제품�소개
• 현장에서�체험한�기술�경험

• 독자�여러분의�생활과�관련된�수필, 문예물(시, 꽁트) 등

형태�및�분량

• 제한�없음

원고�마감

• 매월 25일까지

편집�및�광고�문의
스마트앤컴퍼니(주)

TEL. 02-841-0017 / FAX. 02-841-0584

✽ 본지에�실린�내용은�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견해와
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