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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로그램 개요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소개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란?

참가방법은?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14년도부터 시행한 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5월 초에 개인 혹은 3-4명 팀 단위로 지원을 받습니다.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원)생 에너지·기후변화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현장 활동을 통해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에 필

프런티어 참가자는 이후 발대식, 현장학습, 팀별 활동, 활동보고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

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프런티어의 의미는?

▨ 에너지·기후변화 전반에 대해 배우는 워크숍

기후변화의 새로운 영역을 연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런티어’라는 말은 서부로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현장 방문

가는 길을 연 이들인 미국인의 개척정신과 모험심뿐만 아니라, 초창기 미국인의 서부로의 폭주로 인해 고통

▨ 팀별 자체 활동

받은 인디언 등 토착민들의 희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런티어 사업 명칭에는 ‘윤리적’ 또는 ‘사

▨ 대중들의 에너지·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단체 캠페인 활동

회적’이라는 수식어도 담겨 있습니다.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방안 보고서 작성
이 가운데 프런티어 학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활동계획에 따라 팀별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보완점을 제시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참신한 제도나 방법을 제안합니다.

프런티어 로고의 의미는?
영어 알파벳 C 두 개가 겹쳐있는 것은, CLIMATE CHANGE의 머리글자를 가리킵니다. 구멍에 끼워진 열쇠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열쇠의 홈을 시계방향
으로 90도 회전하면 프런티어(FRONTIER)의 머리글자인 알파벳 F가 됩니다.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특징은?
▨ 첫째는 강의식 배움과 자기 주도식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 둘째는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융·복합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지닌 참가자
들이 참여하면서 과학·공학 분야 학생들은 에너지·기후변화의 경영·제도·윤리적 측면을, 인문사회과
학 분야 학생들은 에너지·기후변화의 과학기술적 현실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양한 접근법을 배
우는 기회가 됩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의 의의는?
대학생들 가운데에는 평소 개인적으로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든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
하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런티어 프로그램은 이처럼 학생
들 스스로 하기에 벅찬 일들을 돕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
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참가자들과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
시켜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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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로그램 개요

2017 프런티어
참가자 소개

(총 9팀, 34명 / 굵은 글씨는 팀장)
연번

1

2

3

4

5

팀명

김태남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지현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최윤정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혜경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재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곽재영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엄현호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김봉주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김지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컴퓨터공학부

최서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최인진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노하은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이현진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보미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배정우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종호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윤현덕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성현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조영서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범석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오수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정영진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주승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7

ING

8

Unity

메탄올로지

어스(Earth)와
잡스(Jobs)

에브릿지
(EBridge)

Blue Energy

9

SD Grid

이현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유정상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강동화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양효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창엽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손은영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정수연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이선규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이동용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정부

김시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정부

임동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부

(Eco Spread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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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선발 및
사전학습

발대식 및
워크숍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 선발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 모집기간: 2017년  4월 27일(목) ~ 5월 31일(수)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9:00~18:00

▨대

▨장

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상: 대학(원)생, 팀/개인 단위 선발  

▨ 선발방법: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 경력, 대응 방안 제안 들을 담은 신청서 접수, 서류 전형 후 면접 심사로
최종선발

▨ 참 가 자: 2017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 전문가, 주최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전문가 강의 및 피드백, 나눔의 시간, 팀별 활동계획 발표 및 토의 등
▨ 워크숍 일정
일자

내용

시간

세부내용

최종 선발팀: 9개 팀(34명)

- 등록
안내

1. 그리너스 팀

09:00~10:00

2. 메탄올로지(Methanology) 팀

- 발대식 및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 안전교육

3. 어스(Earth)와 잡스(Jobs) 팀

김귀배

4. 에브릿지(EBridge) 팀
10:00~10:10

5. Blue Energy 팀

- 개회사

7. ING 팀
발대식

8. Unity 팀
9. SD Grid 팀

10:10~10:20

- 축사

10:20

- 기념촬영

10:20~11:00

- 기조강연

6.26
(월)
2016 프런티어
참가자들과의

- 2016 프런티어 참가자들
11:30~13:00

교류 및 점심식사

- 기후변화의 의미와 영향,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 피드백

국제협력 등을 중점으로

①
13:00~15:00
그룹별 토의 및

과의 만남
- 점심식사

그룹별 토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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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보

6. ESS(Eco Spread Spirit) 팀

012

비고

피드백
- 에너지 분야 아이디어

전문가 피드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②

피드백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작년 활동에
대한 Q&A 시간 등
이진우
서울에너지공사 시민
협력부 과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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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팀별 활동

- 팀별 활동계획 발표 및
6.26

발표 및 평가

15:00~17:00

팀 간 상호 평가
- 활동계획에 대한 전문가

(월)

총평 및 권고
폐회, 귀가

17:00~18:00

- 향후 일정 안내

참가자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비 지급
▨시

기: 2017년 6월

▨대

상: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 9개 팀

▨ 주요내용: 활동 주제(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방안 제안) 선정 배경과 의의, 실시계획, 예상목표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참가자 팀별 연구·활동
1

▨기

간: 2017년 6월 ~ 10월

▨장

소: 팀 소속 학교 및 지역

▨대

상: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 9개 팀

▨ 주요내용: 연구주제와 관련된 방문, 조사 및 토의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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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로그램 내용

현장
견학

국내 기후변화 대응 현장 견학
▨기

간: 2017년 7월 19일(수) ~ 7월 21일(금) (2박 3일)

▨장

소: 제주도 일원

▨ 참 가 자: 프런티어 참가자 및 주최기관 관계자 등 35명
▨내

용: 1)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기관 및 시설 방문
-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도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국립기상
과학원, 제주지방기상청 등

1

2) 기후변화 관련 자연경관
- 용머리해안 및 기후변화홍보관,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수월봉 지질 트레일 등
3) 그룹 토론 및 전문가 강연
- 송상근 제주대 지구해양과학과 교수, 부경온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 등
때

활동 내용
10:25~11:30 · 제주공항 도착 및 이동
12:00~13:00 · 점심식사
13:30~15:40 · 제주지방기상청       · 한라 수목원 방문
16:00~17:00 ·제주도청
7월 19일
(수)

2

3

4

5

6

7

17:30~18:30 ·저녁식사 후 숙소
·프런티어의 밤(전문가 강연 및 팀별활동 발표)
-19:00~19:10 김성훈 실장님, 김은영 팀장님 축사
19:00~22:00 -19:10~20:10 송상근 교수님 강의
-20:10~20:20 휴식
-20:20~22:00 팀별활동 발표 및 질의응답
10:00~11:0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11:20~12:20 ·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12:20~13:20 · 점심식사

7월 20일
(목)

13:20~14:20 ·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사례발표
14:30~16:00 · 이동
16:00~16:50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17:00~18:00 ·수월봉 지질트레일
18:00~19:00 ·저녁식사 후 숙소
19:30~21:00 ·워크숍(단체과제 논의 등)
09:00~10:00 · 국립기상과학원

7월 21일
(금)

10:30~11:30 · 용머리해안 기후변화홍보관
12:00~13:00 · 점심 식사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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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협재해변 단체사진
2_ 국립기상과학원 강연
3_ 람사르습지 탐방
4_ 제주글로벌연구센터 1
5_ 제주글로벌연구센터 2
6_ 제주지방기상청 1
7_ 제주지방기상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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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과제

8

대중의 에너지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단체 캠페인

9

▨일

시: 2017년 8월 16일(수) 9:00~18:00 / 8월 19일(토) 13:00~17:00

▨장

소: 명동 일대

▨ 참 가 자: 프런티어 참가자 및 주최기관 관계자 등 35명
▨ 주요내용: 대중의 에너지·기후변화 인식 재고 및 팀별 활동 과제 홍보,
프런티어 사업 안내 등

10

11

8_ 한라수목원
9_ 제주대
송상근교수님 강연
10_ 수월봉지질트레일
11_ 용머리해안
기후변화홍보관

▨ A팀
- 행사명: 기후변화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정보 제공
- 행사 내용: 기후변화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 및 잇따른 폭염에 대한 정보 제공
   1팀
    (1) 태양광발전설비로 충전한 사진인화기를 이용해 즉석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해 제공
    (2) 태양관발전설비로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3) 위의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공통내용] 실행 및 태양광 발전 설비의 효능설명
    (4) 모두 참여하였다면 에코백 제공
    2팀
    (1) [공통내용] 실행
    (2) 활동가들과 함께 환경 관련 미니게임 실행
    (3)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팀별 주제 홍보) 제공
    (4) 인스타그램 판넬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제공
    (5) 설명을 모두 듣고 게임에서 이기거나 활동관련 사진을 SNS에 태그를 달아 홍보할 시 에코백 제공

▨ B팀
- 행사명: 지구가 너무 더워요 / 대중들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 제고  
- 행사 내용
(1) 공감대 유도       
행사에 참여하게 된 시민에게 ‘많이 덥죠? 갈수록 더워지죠?’ 와 같이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접
하는 환경문제(폭염, 가뭄, 폭우 등)에 대한 국내 통계 설명(그림 자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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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z

     
문제: 그럼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기: a. 지구온난화 b. 화산폭발 c. 짜장면
   (3) 지구온난화와

북극곰 설명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자연현상에 의해 온도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100년
동안 엄청난 온도상승이 발생했음을 설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더워지기만 하지만,
북극에 사는 북극곰들의 경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살 땅이 사라진다.’ 는 점을 설명.
   (4) 북극곰 집 채워주기
팀에서 제작한 육각형 형태의 아크릴로 된 조형물(북극의 빙하)에 참여한 대중들의 지구 온난화와
북극곰들을 위한 메시지를 적게 한 후, 에코백과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준다.  
2

3

1

020

2017 Energy Climate Change Frontier Initiative

1_ A-1팀 단체사진

2_ 2팀 단체사진
3_ B팀 단체사진
4_ 단체과제_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Blue Energy 팀
5_ 분리수거 바로알기
캠페인
6_ 기후변화 설명
7_ 신재생에너지 설명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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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일

시: 2017년 10월 27일(금) 14:00~18:00

▨장

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2

3

4

5

6

7

8

9

▨ 참 가 자: 프런티어 참가자, 전문가 및 주최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팀별 발표 (8개 팀)
– 전문가 총평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
– 수료증 수여
– 단체과제 부문 개인상 시상: 총 3명
– 우수 팀 시상 : 최우수, 우수 총 2개 팀
일자

시간

세부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말 및 단체 사진 촬영

김광호

  - 축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기념촬영

김성훈

  - 활동 동영상 감상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10월
27일
(금)

14:20~15:10 ·팀 발표 1부

4팀: 그리너스, 메탄올로지,
어스와 잡스, 에브릿지

15:10~15:20 ·휴식
15:20~16:20 ·팀 발표 2부

4팀: Blue Energy, ESS, ING, Unity

16:20~16:30 ·활동 심사평 및 수료증 수여
16:30~16:50 ·최우수상, 우수상, 단체과제 개인상 시상
16:50~17:00 ·기념촬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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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단체사진

2_ 축사
3_ 축사
4_ 발표(그리너스)
5_ 발표(메탄올로지)
6_ 발표(어스와잡스)
7_ 발표(에브릿지)
8_ 발표_Blue Energy
9_ 발표_ESS
10_ 발표_ING
11_ 발표_Unity
12_ 전문가 총평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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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로지
어스와 잡스
에브릿지
Blue Energy
ESS
ING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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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너스 (Green Us, Green Earth, Greeners) 팀

이에 우리 그리너스팀은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반추동물이 내뿜는 메탄(CH4)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친환경 재료인 ‘미역폐기물’을 이용한 메탄저감 천연물 첨가사료를 제시해 보기로 하였다.

미역폐기물을 이용한 장내발효 메탄가스 저감 방안 연구
- 김태남, 정지현, 최윤정, 이혜경

[그림2. Asparagopsis taxiformis 투입량에 따른 메탄생성 저감률]
반추동물에게 미역 사료를 먹였을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동물의 반추위에서 발생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최근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해, 전 지구적으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하는 메탄생성을 억제시켜 많은 양의 메탄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둘째, 수십만 톤 단위로 발생하는

교토의정서, COP 21 등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

처리가 곤란한 미역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손쉽게 구할

라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대

수 있는 ‘미역’을 이용하여 반추동물의 사료로 만들어 먹임으로써 다른 부작용 없이 온실가스를 현저하게 줄

비 37% (농림어업부문에서는 5.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메탄(CH4)가스는, UNFCCC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를 차

미역폐기물을 재활용한 국내 온실가스 저감평가 그에 대한 적용성 및 활용방안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아

지한다. 그 중, 소가 배출하는 메탄의 양은 무려 25%다. 그리너스가 감축 목표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을

래 그림과 같이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선정한 이유는 비록 이산화탄소(CO2) 배출량(88.3%)이 약18배 더 높지만 메탄의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
보다 21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내발효 메탄저감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통하여 2023년
까지 장내발효 메탄 저감율을 6% 달성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다.  

연구방법

[그림 3. 연구 계통도]
[그림1. 6대 온실가스의 종류 및 성분비(좌) / 전 세계의 메탄 배출원(우)]

1. 기초 시장조사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내발효 메탄저감을 위해서 천연물 첨가 사료에 대해 이전에 많은 연구와 노력들
이 있었다. CJ 제일제당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뽕잎(64%), 배추(57%), 갓(56%), 야자유(47%), 인삼(10%),
생선기름(21%)을 이용하여(%는 메탄저감효율을 나타냄) 여러 천연물 첨가사료를 연구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세계 주요 농·축산업의 선두주자인 호주의 연
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경우 적도 인근에서 서식하는 Asparagopsis taxiformis 라는 미역을 통하여
소의 메탄가스 생성을 99% 이상 감소시킨 연구결과를 2016년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해
조류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현재에도 반추동물에 대한 안정성 등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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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진행 및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연구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추동물의 사료에 첨가하고자 하는 미역의 시장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국내 가
축 및 사료에 대한 시장성을 평가해보았다. 이후, ㈜후코이단 과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기초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내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 중 반추동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현황에 대한 연구 역시 진
행하였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과 국내에서 진행된 사례 및 인터뷰에 기반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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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및 진행

2. 미역의 메탄저감 메커니즘

국내에서는 다양한 원료를 통한 반추위액 메탄저감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해조류에 의한 연구가 아직 진행된

소가 섭취한 사료는 우선 가수분해박테리아와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되고 다시 산생성균에 의해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 호주의 CSIRO와 뉴질랜드의 Pastoral Greenhouse Gas Research Consortium 에서 인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중 에탄올과 휘발성지방산이 아세트산 생성균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분

근 해역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이용하여 반추동물의 메탄발생 저감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진 바 있으며 그

해된다.

효율은 최대 99% 이상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기반으로 (1) 반추위액 안정화 (2) 해

호주 CSIRO에서는 소의 이러한 메탄생성기작을 바탕으로, 미역을 이용한 메탄저감방안을 연구 중

조류 첨가물 제작 (3) 제작된 해조류 첨가물의 반추위액 적용 및 bioactivity 순서로 실험을 설계, 진행하였다.

에 있다. CSIRO에서는 20종류의 미역을 통해 실험해본 결과 각 미역의 메탄저감효율을 증명함과 동시
에 Asparagopsis taxiformis라는 적조류에서 최대 99%의 메탄이 저감됨을 발견하였다. CSIRO는 미역
의 높은 메탄저감효율을 미역에서 발생되는 이차대산물(secondary metabolites) 중 하나인 할로겐화합물

3. 국내외 적용 가능성 평가

(bromoform, chloroform, 등)을 이용하였다. 해조류는 기본적인 성장 및 생명유지 등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일차대산물 뿐 아니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물질인 이차대산물을 생성하는데 미역은 그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책이 본 연구에 적용될 시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경제성평가를

중 하나로 할로겐화합물을 생성한다. 할로겐화합물은 섭취되었을 때, 메탄생성반응의 필수효소 중 하나인 코

진행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더불어,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같은 국제적인 온

발트(Co)이온과 반응해 메탄생성을 억제시킨다.

실가스 저감 방안도 검토하여 국내 미역의 해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다. 모든 검토사항은 앞
선 실험결과에 따른 해조류 첨가량에 근거하였다.

4. 연구 한계 검토 및 최종 결론 도출
[그림 5. 코발트이온과 할로겐화합물의 반응]
본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최종 결론을 서술하였다.
CSIRO는 연구 결과 Asparagopsis의 첨가량과 장내 메탄의 생성 관계 미역첨가사료로 메탄을 억제시켰
을 때 소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소의 체중, 사료섭취량, 우유생산량 등의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1. 혐기성 소화, 소의 소화메커니즘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로 4개의 위가 존재한다. 그 중 제 1위인 반추위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다

역할 분담

팀원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한 연구항목, 문헌조사 이외에 중점적으로 개인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는데, 대부분이 산소의 존재 하에 생장할 수 없는 혐기성 미생물이다. 메탄은 이러한
미생물 중 메탄생성균에 의해 아세트산(CH3COOH)이 각종 산화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산물이다. 메탄생

김태남

보고서, 보조자료 작성 및 편집, 실험방안 설정

이혜경

서기, 국립축산과학원, ㈜후코이단 등 국내기업 인터뷰 내용 정리

정지현

서기, 일정조정 및 예산관리

최윤정

실험진행,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성균의 주요 기질이자 소의 주 에너지원인 아세트산은 여러 반추위 내 미생물에 의한 혐기성 분해과정의 중
간산물이다.

[그림 4. 일반적인 혐기성미생물 메탄생성 과정]

활동경과 및
내용

1. 기초 시장조사
①국내 미역 시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17년산 미역생산량은 총 60만2970톤으로 전년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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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인 50만8374톤 보다 18.6% 증가했다. 미역 생산량 증가는 양식 시설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앞으로의 전
망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역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폐기·부산물(미역 뿌리, 줄기) 또한 증

우유 58.4kg 등)으로 쌀 소비량인 67k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 증가로 1인당

가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폐기·부산물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음 사례를 통

육류 소비량은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 알 수 있다.

[그림 7. 국내 가축별 사육두수]
[그림 6.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 및 수출량]
[사례]
고흥에서는 발생된 미역·다시마 등의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체생산량 160천여 톤의 40%인 64천

국민의 식습관이 서구화 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1980년 200만 톤에 불과하던 사료곡물 도입량
은 2013년 979만 톤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축우사료 생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80%이상(51천 톤)이 해상에 버려져 타 어업 어구훼손, 해양 생태계의 부영양화 등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가축 및
전복먹이용 해조류 부산물사료’ 가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방문하는 등 활발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역첨가사료는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 사료로써 연구, 판매되고 있는
데, ㈜성진수산, ㈜후코이단 등에서 폐미역을 재활용한 가금류의 기능성 사료개발을 실시하여 ㈜후코이단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8. 국내 가축별 사육두수]
<㈜후코이단 전화인터뷰>
Q1. ㈜ 씨 ‘바이오’에서 미역(갈조류)을 주 재료로 소 사료를 개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2. 저희가 개발했던 사료는 미역(갈조류)의 핵심물질인 후코이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후코

최근에는 ㈜CJ제일제당에서 미생물을 코팅해 생산성 높이는 사료,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 줄이는 친환

이단과 미네랄 성분이 소의 소화과정이나 몸체  자체에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것이 저희가 갈조류를

경 사료 등 특수 기능을 보유한 고기능 ‘첨단 사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사료

주재료로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기존 사료는 미네랄 결핍이나 장내 점막 급성염

시장의 생산 규모는 약 10만 톤이다. 이 중 첨단사료 비중은 1000만 톤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첨단

증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사료의 매출액 비중은 4%를 넘어섰다. 사료 업계는 2020년에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50조원에 이르고, 첨

Q2. 효과가 좋은 미역첨가사료가 국내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사료의 매출 비중이 전체 사료 시장의 9~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3. 일단 해조류 자체는 장기보관이 어렵고 부가가치 발생이 힘듭니다. 어떤 사료든 효과가 좋아서 개
발을 진행해도 상업적인 문제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역첨가사료 개발 시 저희 회사에서는 미역

③반추동물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현황 및 목표

자체를 주재료로 사료를 제조하였기 때문에 영양분이 거의 소실되지 않고 거의 90%가 그대로 소에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내발효 메탄저감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통하여 2023년까지 장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저품질(해조류 부산물) 사료가 국내에 유입되었고, 때문에

발효 메탄 저감율을 6% 달성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강원대학교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역첨가사료 제품들은 점점 퇴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동물실험 위주보다 In-Vitro 실험을 통해 검증단
계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②가축 및 사료 시장
농가 수 및 농가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부업이나 전업 형태에서 전업 또
는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였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축종별 사육두수는 늘어왔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
브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한우는 2.07배, 젖소는 2.04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는 30년 동안(1985~2013) 2.96배로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일인당 동물성 식품 소비량은 126.6kg(소고기 10.3kg, 돼지고기 20.9kg, 닭고기 11.5kg, 계란 12kg,

030

2017 Energy Climate Change Frontier Initiative

[사례]
실용화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농업인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031

제3장 활동보고서

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톤(tonCO₂)당 1만원, 비에너

③반추위액에 해조류첨가물 투여

지는 톤당 2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재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축사업에 등록된 총 186개 농업경영

반추위액의 안정적인 pH 조절을 위해 반추위액 buffer를 제조하여 거의 반응이 없는 5번 반응조에만 첨

체(17건)에서 2016년 1년간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1만6,480톤 당 CO₂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가하여 GC결과를 보았다. 그 결과 5번 반응조의 메탄 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상온에서 제작된 버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퍼의 낮은 온도로 인한 미생물 충격,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 반추위액 버퍼제조법이 우리 팀이 공급받은 반추
위액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실험설계 및 진행

④GC 측정 결과

본격적으로 해조류가 장내발효 미생물의 메탄가스 생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실험을 설계 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①In-vitro 반응조 설계 및 안정화

[그림 10. 반추위액의 메탄발생량 그래프]
GC측정결과 처음에는 모든 반응조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나오던 메탄가스가 1, 2, 3번 반응조에서만 나
온 것으로 보였고 이 후 3번 반응조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9. 실험 구성 계략도]

그 요인으로는 첫째, 혐기성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반응조를 확실히 폭기시키기 위해 반응조 뚜껑을 열었
는데, 이때 반추위액이 산소에 노출되어 미생물이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간이 지나자 모든

In-vitro 실험을 위해서 반추위액 안정화를 진행하였으며 안정화는 반추위액 200mL를 9개 유리병

반응조에서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기마다 성능차이로 인한 교반속도를 조절 문제로 이

에 나누어 담은 후 완전 밀폐하여 보관하였고 혐기성상태 유지를 위해 N2 가스로 flushing을 실시하였

후 침전물 속도를 올렸으나 이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반추위액 pH조절에 필수적인 반추위

다. 기질은 glucose 0.1mol/L 용액, 교반속도 170rpm, 37℃에서 유지&보관하였다. 발생 가스 측정은 Gas

액버퍼를 제조하여 반추위액과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반추위액과 버퍼를 빼고 넣었다. 이때 산소와 컨템을

Chromatography [PerkinElmer, Clarus 580]를 이용하였다. 반추위액의 pH 유지를 위해 buffer 용액을 제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열지 않고 주사기를 사용하였는데 주사기를 사용한 1번, 2번 반응조의 메탄이 더 이

작하였으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다: Na2HPO4 9.4g, KCl 0.57g, NaCl 0.94g, MgSO47H2O 0.24g, CaCl

상 나오지 않았고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3번 반응조만 메탄이 생성된 것으로 보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3.848g in 1L of distilled water.
더불어, 반추위액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메탄생성균만의 bioactivity 평가를 위해 별도로 메탄생성균 반응
조 4개를 세팅하였다. NaH2PO4·6H2O 34mmol/L 와 메탄생성균을 부피비로 7:3 으로 맞춘 200 mL 용액

3. 국내 적용성 평가

을 용량 250mL 유리병에 완전 밀폐시켜 보관하였으며, 기질은 아세트산 1mol/L, 0.2mL, 교반속도 700rpm,
온도26 ℃에서 반추위액과 같이 N2 가스를 이용하여 완전혐기성조건을 유지시켰다.

①미역폐기물 첨가사료의 영향
<발생 비용>

②해조류 첨가물 제작

현재 고흥군에서는 버려지는 건조된 미역 폐기물을 1ton 당 200 만원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를

해조류 첨가물을 반추위액에 적용시키기 위해 해조류 첨가물을 제작하였다. ㈜기장사람들에서 공급받은

기준으로 가격계산을 할 경우 하루에 아침, 저녁 각 한 번씩 사료를 약 200g 이상 섭취하는 소를 기준으로

건조된 미역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흙, 자갈, 염분)을 씻은 후 110℃ 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키고 반추위

하였을 때, 사료에 미역 5g 을 추가하여 먹일 경우 한 마리당 약 20원/day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50마

액과의 화학반응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 믹서기로 갈아 구경 180 μm의 채로 걸러 통과시켜 powder 형태로

리의 소를 기를 경우 1,000원 정도 더 발생하는 샘이다.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반추위액과 같은 혐기성 미생물의 경우 pH 범위가 6~8 정도 이지만, 미역 powder가 수용액
에서 pH 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에 미역 powder 0.2g, 0.5g, 1.0g을 300mL 증류수에 각 투여한 후 30분
동안 100rpm에서 잘 섞어 준 후 pH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pH는 6.66, 6.88, 7.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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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발생 저감량>

높은 저감률이다. 젖소와 한우가 국내 가축중 장내발효에 의한 메탄생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미역 폐기물에 의한 장내발효 메탄발생 저감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a)미역 폐기물 발생량 및 효율 (b)

나왔다고 사료된다. 사용되는 미역 폐기물 양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가축의 장내발효 메탄발생량을 각각 구한 후, 최종적으로 (a)에 의해 저감되는 (b)를 계산해야 한다.
(a) 미역 폐기물 발생량 및 효율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역 생산량의 40% 정도가 폐기물로써 발생된다. 국내 연간 총 미역 생산량
602,970ton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이용 되지 못하는 80%를 전부 이용한다고 가정 하였다. 반추동물에
대한 건조 미역폐기물의 메탄저감 효율은 약 30%로 가정하였다.
정리하자면, 미역폐기물의 메탄저감 효율을 30%로 가정 하였을 때 12,100 ton (연간 미역폐기물 발생
량의 6.3%) 정도의 미역폐기물로 장내발효 메탄가스 발생량의 BAU 대비 27% 가 저감 된다. 위의 계산대
로 검토 한다면, 미역 폐기물의 효율이 6.7% 정도만 되어도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
는 것이다.
②경제적 측면
장내발효 메탄 발생량을 BAU 대비 6% 저감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
(b) 가축 장내발효 메탄발생량 및 저감량

는 방법이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규제를 하는 경우 현재 반추동물의 메탄발생

IPCC(2006), 한국환경공단(2009)에서 제시한 축산업 분야에서 가축종별 장내발효에 의한 CH4 배출량

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결국 현재로써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밖에 없

산정법과 해당 가축들의 국내 사육두수(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2014)를 통해 살펴본 장내발효 메탄발생량은

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 의해 어느

아래와 같다. 계산을 위해 가축종의 선택은 전체 가축종중 그 수와 장내발효배출계수의 양이 큰 것들을 위주

정도로 농가가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지 검토 해보았다. 현재 해당 사업에서는 1tonCO2 당 2만원을 지원 한

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젖소, 한우, 돼지를 선택하였다.

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한우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농가의 경우 약 34,2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감축 사업은, 100% 국가의 부담으로 농가에게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농가에게 손해가 되는 부
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후코이단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 미역을 첨가한 기능성 가축용 사료 개발이 되었으나 중국
에서 개발한 미역부산물 사료에 의해 가격경쟁에서 밀려 국내 미역첨가사료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한다.
③SWOT 분석
위의 모든 사항들을 검토할 때, 국내 미역폐기물을 이용한 장내발효 메탄발생 억제에 대한 SWOT 분석은
아래와 같다.

장내발효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동물들 중 반추동물인 소(젖소, 한우)에게 매일 10g씩 건조된 미역폐
기물을 먹일 시, 저감시킬 수 있는 메탄 발생량에 대하여 계산을 해 보았다.

저감 효율은 약 27%로 산정이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하였던 6%에 비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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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CJ제일제당과 같은 정부기관, 연구 위탁기업에게 반추동물의 장내발효에

②우리 실험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메탄 발생량이 훨씬 더 증가하였다. 우리는 우선 반추위액에

의한 메탄생성 억제를 위한 천연 첨가사료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제안한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최근

적용시키고자 한 기질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추위는 본래 소화되지 않은 상태의 생 사료가 기질로

해조류를 이용한 메탄저감 사료개발 및 연구가 활발하며 특히 미역(Asparagopsis taxiformis)에서 발생하는

써 쓰이나 우리는 In-vitro 실험을 위해 불가피하게 glucose와 acetic acid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는 혐

이차 대산물인 할로겐화합물이 장내에서 메탄생성을 99%정도까지 억제시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기성 미생물들의 안정화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불어, 반추위액의 pH 유지를 위해 제조한 buffer 용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양의 미역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처치 곤란의 폐기물을 재활

액을 일반적인 반추위액 온도인 37~41℃에 맞추기 위해 pre-heated하여 반추위액에 투여해야 하지만 상

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사료의 첨가물로써 가치가 있다.

온(26℃)에서 제작 후 특별한 온도처리 없이 투여했다는 점과 실험마다 이용한 buffer 용액이 달랐다는 점이
실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역마다 채취 시기, 그리고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 화학물질 조
성비, 대사작용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역에 대한 화학물질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실패원인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연구 활용방안

①다양한 종류의 해조류 첨가물과 반추동물에 대한 연구
미역을 이용한 친환경 첨가물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해조류를 폭넓게 연구하여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미역은 빠른 생장속도(2회/년)를 가지며 단순 건조를 거친 미역의 경우 저에너지 소비
공정을 가지기 때문에 원료 확보의 어려움이 없다. 호주 CSIRO에서는 호주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

연구의 한계

①미역폐기물의 보관·가공비 문제

류의 해조류를 적용,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다른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양식 미역 페기물의 사료자원화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양식미역의 수확시기가 2-4월 사이에 일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며 생산량 또한 연간 수십만톤에 이른다. 이에 다양한

에 이루어져 확보된 미역생초의 보관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이 선행되어져야한다. 이들 미역 중에는 미

종류의 해조류에 대하여 장내발효 메탄생성 저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역의 세포벽 구성 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알긴산이 최고 30%이상 함유되어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잡균에 의

더불어, 적용 가축의 경우 소뿐만이 아니라 양, 염소, 기린, 사슴 등 다른 반추동물들에 미역 폐기물을 이

하여 쉽게 부패되므로 건조 또는 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기존의 식용미역과 같은 건조방식은

용한 친환경 첨가사료가 적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양고기를 많이

가공비용이 많아 원가상승을 초래하며, 염장을 통한 저장은 염도의 상승으로 인한 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수출하는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양에게 천연 첨가물 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인 연구가 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료자원으로 이용에 있어 효과 규명

행된 바 있다. 육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추동물산업이 단위동물 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생성

및 평가가 요구되어진다.

하기 때문에 여러 반추동물들에 미역 첨가물 사료를 접목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②친환경사료 공급 부족에 따른 정부의 노력 요구
②CDM

전환, 친환경원료 사료의 지속이고 안정인 공급대책 수립, 친환경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은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되

정부의 시책, 국내산 친환경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립·유지로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있는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non-Annex I)간의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자국의 감축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CDM 사업대상으로는 교토의정서에서
결정한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미역에서 발생되는 미역 폐기물 양이 많고 재활용되는 비
율이 매우 낮은(약 20%)것으로 비추어 볼 때, 미역 폐기물 첨가사료 연구 및 개도국과의 사업은 CDM 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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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①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미역의 생산량이 매우 많지만 재활용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미역폐기물이
연간 192,950ton이나 될 정도로 미역의 활용도가 부족하다. 반면, 해외 사례 중 호주 CSIRO에서는 다양한

- 2017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김영란, 2016년

해조류를 통해서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감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Asparagopsis taxiformis라는

- 반추가축 장내발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메탄생성미생물 조절, 김경훈 외 3, 2014

해조류를 유기물함량 기준 2%를 사료에 첨가하였을 때 최대 99%의 메탄저감률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 지구온난화 대비 한우 사양관리, 김경훈, 2014

반추동물의 장내발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를 202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년까지 6%

- 한국인, 10년 전 보다 육류 소비 늘고 쌀 급감_연합뉴스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만일 국내에서 호주의 CSIRO와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10g 미역폐기

- <한국축산 30년 변화> 사육규모·농가 수·생산·소비_축산신문

물의 메탄저감 효율이 30%라고 가정하였을 시, BAU 대비 27%까지 저감시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크게 기

- The red macroalgae Asparagopsis taxiformis is a potent natural antimethanogenic that reduces

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해조류를 이용하여 장내발효 메탄발생을 줄인 실험은 공식적으로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조류의 서식지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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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response effects of Asparagopsis taxiformis and Oedogonium sp. on in vitro fermentation and
methane production, Machado et al, 2016

메탄올로지(Methanology) 팀

- Chemical inhibitors of methanogenesis and putative applications, Liu et al, 2011
- Effects of Marine and Freshwater Macroalgae on In Vitro Total Gas and Methane Production,
Machado et al, 2013
- Effects of phlorotannins from Ascophyllum nodosum (brown seweed) on in vitro ruminal digestion of

메탄올 선박 국내 도입 방안 연구
- 김재현, 곽재영, 엄현호, 김봉주

mixed forage or barley grain, Wang et al, 2007

메탄올 선박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1. 선박에 의한 해상 대기오염의 심각성
의의 등

최근 3년 간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는데, 눈여겨 볼만한 점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
한 규제와 기술들이 육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은 육상 연료에 비하여 연료 품질이 낮은 경유(GMO)와 벙커유(HFO) 같은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환
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유해한 배출가스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
을 유발하는 미세먼지(PM)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라는 상대적으로 먼 위치 때문
에 규제가 육지에 비하여 매우 느슨한 현실이다.
2016.7.18에 개제된 Nature Climate Change의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1만 9천 대의 선박을
위성으로 추적해 얻은 동적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 선박에 의한  의 배출량 비율이 2001년에는
모두 6.6%였지만 2013년에는 각각 15.8%, 19.0%, 16.5%로 2.4, 2.9, 2.5배 상승해 해상에서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도표 1> 따라서 해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다.

도표 1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 운송으로 인한 배출가스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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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O(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황산화물, 질산화물 규제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메탄올 연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생분해적인 특성을 가진 친환
경적 연료이다.

연구방법

사진1 현재 IMO에서 발표된 ECAs(초록)와 추가 논의 중에 있는 지역(연두)

IMO가 제정한 MARPOL 73/78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그중 MARPOL 73/78 부속서 VI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칙을 담고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연구는 먼저 친환경 선박 현황 파악을 위해 도입 경험이 있는 해외 사례를

있으며 1997년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되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 질산화물의 양을 더욱 제한하고 있

조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친환경 선박 중에서도 메탄올 선박에 주목하게 되었고, 문

다.

헌 및 조사한 자료들, 해외 선행사례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방향을 잡았다.
ECAs(Emission control areas)*에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2015년부터는 황 함유량 0.1%

그 다음,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환경적 측면, 기업들의 관심과 상용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현재 지정된 ECAs는 미국 연안과 북해, 발트해이며 더 나아가 지중해, 호

화를 위한 경제적 측면, 실제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메탄

주, 일본 및 대한민국 연안도 설정 논의 중에 있다. <사진1>

올 선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방향에 대한 연구는 서적 및 인터넷을 활용한 문헌 조사, 논문, 연구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탐구, 관련 기관 견학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자문, 이메일을 통한 해외 기관 및 전

* 일반적인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국제기준과 별도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구역으로서,

문가와의 서면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MARPOL)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연안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정
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후처리 장치와 친환경적 대체 연료가 제

마지막으로는 연구한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상하였고 여수광

시되고 있다. 그러나 scrubber 또는 SCR system와 같은 후처리 장치는 선박 내구연수인 25년에 비하여 수

양항만공사 국민 제안 공모전에 제출할 사업 제안서, 해수부나 환경부 등의 국가 기관에 제출할 정책 제안서

명이 짧아 장기적 선박 배출가스 저감 해결책으로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세계는 메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사회적으로 메탄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

탄올 연료 추진 선박, LNG 연료 추진 선박,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의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이

을 보완하고자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게시, 온라인 언론사 제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용한 추진 선박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연안 또한 미래에 ECAs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 규제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메탄올 연료의 환경적 우수성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메탄올 연료에 주목했다. 메탄올 연료
는 다양한 친환경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경유 또는 벙커

선행연구
검토내용

해운 업계에서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
하는 IMO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경유와 벙커유를 대체할 새로운 연료 개발에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주목받던 대체 연료 중 LNG(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메탄올
이 유망한 새로운 無황(sulfur-free) 대체 연료로 확인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를 사용했을 때보다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선박 연

선박 연료로서의 메탄올 연구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ECAs로 지정된 유럽에서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료의 유출 시에 환경에 미치게 될 악영향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메탄올은 물에 용해되며 생분해되는

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선박 연료용 메탄올의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프

물성을 갖고 있다. 선박 운행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기기 결함 또는 선박 사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료 유

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출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출된 메탄올은 바다에서 2~3일 안에 생분해되어 해양 생물체에 유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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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 또는 보급 받는 데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많은 선행 연구에서 동일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메탄올이 대기압에서 안정적인 액체 상태라는 점이
다. 메탄올과 달리 LNG는 –162 의 극저온에서 밀폐된 고압 상태에서만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 액체 상태
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즉,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구와 선박 내에 새로운 인프라가 구
축되어야 하며 메탄올에 비해 더 넓은 공간과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항구에 벙커링을 위한 주유 터미널
(파이프, 관)을 건설하는 비용은 LNG의 경우 메탄올의 약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ECAs는 모두 연안 지역으로 소형 선박의 운행이 더 집중되는 곳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항구와 선내 연료 저장 공간의 제한이 큰 소형 선박에 적용하기 적절한 대체 연료는 메탄올이라 판단하여
‘소형 메탄올 선박 개발’ 이라는 구체화된 연구 목표를 설정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역할 분담

곽재영

총무 역할, 경제적 측면 연구,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문 협조 요청, 해외 기관 컨택 및 서면 인터뷰 요청, 중간 보고회 발표, 전문가 피드백 준비

김봉주

현실적 측면 연구, 해외사례 정리, 시각자료 제작 및 디자인.
홍보 방향 조사, 카드 뉴스 활용한 SNS 홍보, 발표 PPT 제작

김재현

활동 주제 방향 연구, 인터넷 기사 작성, 홍보 방향 조사, Methanex 및 MI(Methanol Institute)
컨택 및 인터뷰 요청, 발대식 발표 및 발표 PPT 제작, 전문가 피드백 준비

엄현호

기술적 측면 연구, 여수항만 사업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공문 협조 요청,
인천항만공사 컨택 및 인터뷰 요청

협업

활동경과 및
내용

인터뷰 및 견학 준비, 최종보고서 작성

연구는 ‘친환경성’, ‘경제성’, ‘현실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항만공사 & 에코누리호 견학

도표 2 해외 메탄올 선박 프로젝트 사례

위와 같이 이미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메탄올 연료 선박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현재는 더 발전된 기술 개발과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구체화된 사업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유럽 해양 안전 기관(EMSA)에서 2016년에 발표한 ‘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에서는 현재 선박 대체 연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LNG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
에서 비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두 연료 중 어느 하나가 절대 우위를 갖고 있진 않으며,
선박의 크기, 종류, 운행 거리, 항구의 크기, 벙커링(Bunkering)* 시스템 구축 유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두 연료 모두 아직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개발 단계로서 정확한 정량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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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에코누리호 전홍종 선장님

사진3 에코누리호 전홍종 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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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최초 LNG 연료 선박인 ‘에코누리호’ 견학을 통해 LNG 선박 도입된

도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항만과 기업의 수요를 위해 정책적

과정과 현황,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고, 이를 통해 메탄올 선박의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와 정책을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높

추측해보았다. 인천항만공사에 컨택 결과, 홍보팀 정민철 대리님을 소개받았고 에코누리호 견학을 할 수 있

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었다. 이하 전문은 전홍종 선장님과 정민철 대리님과의 질의응답이다.    

1. ‘에코누리호’의 탄생 배경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5.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선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민철 대리님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운 업계도 빠르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IMO의 배출규제 강화와 국내 해안의 ECAs 검토 등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이전보다

전홍종 선장님 : 하이브리드 차, 전기 차와 같이 초기에는 인프라 부족, 경제성, 시행착오 등의 문제로 정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 녹색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에코누리호 건조를 통해 인천항으로부터 녹색항만의 포문을 여는 새로운 도약을 시

도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항만과 기업의 수요를 위해 정책적

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와 정책을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높
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선박과 비교하여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해 얻은 긍정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특히 친환경적인 것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①메탄올 선박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문헌 조사
다음 자료는 유럽 해양 안전 기관에서 발표한 선박 연료로서 사용 가능한 각 연료들의 연료비, 초기 투자

전홍종 선장님 : 에코누리호는 기존 선박 연료와 비교하였을 때 황산화물 100%, 분진 99%, 질산화물

비용, 운영비용 등을 종합하여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92%, 이산화탄소는 23%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젤과 LNG 엔진 모두 출력 효율은 비슷하며, 오히려
LNG를 사용하였을 때 연료비를 30%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친환경 선박이 항만에 다수 도입된다면

(a)연료 비용

IMO나 정부의 규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 비용은 선박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선박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각 연료의 단위 에너지 당 가격을 비교하여 과거의 연료 별 가격 변동을 표로 나
타냈다.

3. 엔진 효율에서는 친환경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우수한데 건조에 있어 경제성은 실제
로 어떠하며, 현실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민철 대리님 : 에코누리호 건조 비용은 총 70억이며 기존 선박 건조 비용과 비교하면 2배 정도입니다.
이는 LNG 추진 엔진이 기존 디젤 엔진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문제는 LNG 선박이 다량
도입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벙커링(Bunkering)시설입니다. 현재 에코누리호 한 척이라 트럭으로 운반하
고 있지만 머지않아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4. 에코누리호 도입을 통해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이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어떠한가
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홍종 선장님 : 하이브리드 차, 전기 차와 같이 초기에는 인프라 부족, 경제성, 시행착오 등의 문제로 정

도표 4 각 연료 별 에너지 당 가격(USD/MWh) 변화 추세

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b)엔진 및 선박 건조 또는 개조비용
ECAs에서 운행이 가능한 메탄올 연료 엔진, LNG 연료 엔진, scrubber 과 SCR을 장착한 경유, 벙커유 연
료 엔진의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한 표이다.<도표 4> 덴마크 해사 기구(DMA)의 연구 자료와 2015년에
수행된 Stena Germanica 메탄올 연료 엔진 개조 사업에서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표 3 에코누리호 운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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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의 주안점은 연료 선택이므로 기계 및 관련 비용만 견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설치된 엔진의 kW전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045

제3장 활동보고서

력 당 달러(USD)로 명시되어있다. 비용은 유로의 경우 인플레이션 비율 4% (2011년 11월에서 2015년 11
월 까지)를 고려하여 2015 년 달라(USD) 값으로 수정된 자료이다.

연료

개조(Retrofit)

선박 건조(엔진 및 설비 포함)

경유(MGO)+scrubber & SCR

$150,000+$63/kW

$120,000+$542/kW

벙커유(HFO)+scrubber & SCR

$489/kW

$926/kW

LNG(dual fuel 4 stroke)+연료 탱크

$664/kW

$1,275/kW

메탄올(dual fuel 4 stroke)

Payback time =
설치비용 / 절감한 연료비
$392/kW
$815/kW
도표 7 메탄올 연료 사용 시 벙커유 대비 배출가스 오염물질 성분 별 감소 비율

도표 5 각 연료 추진 선박 개조 및 선박 건조 예상 비용
신규 선박 건조 비용에는 신형 엔진, 발전기 및 관련 장비가 포함되므로 엔진의 성능 향상에만 투자하는

선박엔진 제조회사인 MAN, diesel and turbo 에서 자사의 메탄올 연료 엔진 ME-LGI duel-fuel engine
소개 문서에 아래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 감소 예상 수치를 발표하였다.<도표8>

개조(Retrofit)에 비해 비용이 높다.
(c)페이백 타임(Payback time) 분석 및 결과

NOx

SOx

PM

LNG

20-30%

90-97%

40-90%

메탄올

30-50%

90-97%

40-90%

페이백 타임이란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을 뜻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건조 비용, 연료 비용을 사용하여 각 연료 별 페이백 타임이 계산되었다.

도표 8 엔진 벙커유연료 선박 대비 배출 가스 감소 예상 비율
저감 장치가 부착된 HFO

LNG

메탄올

예상 연료 가격 USD/톤

711

931

412

페이백 타임 (년)  선박 건조

3.0

7.5

6.2

선박 연료의 유출 시에 환경에 미치게 될 악영향 또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메탄올은 물에 용해되며 생

페이백 타임 (년)  기존 선박 개조

3.3

6.2

7.3

분해되는 물성을 갖고 있다. 선박 운행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기기 결함 또는 선박 사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도표 6 각 연료별 payback time

요약 : 유럽 해양 안전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탄올의 연료비는 LNG보다 높지만 페이백
타임 분석 결과 메탄올은 투자 및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ECAs 지역 내에서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

(b) 생분해

는 연료 유출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료

연료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유(MGO)

물 표면에는 오래 유지되지 않고 수중에 흡수되고 일부는 대기로 증발함. 해양
생태계에 유해.

벙커유(HFO)

수중에 흡수되지 않고 물의 온도와 밀도에 따라 해저에 가라앉거나 해수면에
떠다니며 오랜 기간 유지됨. 해양 생태계에 유해.

LNG

메탄가스로 기화 되어 대기중으로 흩어진다. 해양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3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메탄올

수중에 완벽해 용해되고 2~3일 안에 생분해됨.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제한된 메탄올 연구 경험에서 얻어진 수치에 근
거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개발과 수요의 증가로 메탄올 연료의 페이백 타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②메탄올 선박의 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문헌 조사
(a)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감소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경유 또는 벙커유를 사용했을 때보다 황, 질산화물 및 미세먼

도표 9 각 연료에 따른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선박 연구소 SSPA Sweden AB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탄올 연료 엔진 사용 시 기존
벙커유 연료에 비해 질산화물은 80%로 대폭 감소한다. 이는 IMO에서 발효한 2016년 이후 규제 기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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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ol Institute 의 Dom Lavigne 인터뷰
MI(Methanol Institute)는 전 세계 메탄올 산업의 안정적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비영리 협회로 여러 나라

g/kWh)을 충족시키는 배출량이다. 또한 화학 구조상 황을 갖고 있지 않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했을 시 황

에 지사를 두고 있다. 아시아 담당의 Dom Lavigne 와 만나 메탄올이 연료로서 가지는 강점들과 활용분

산화물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수치상으로 99% 이상 감소 가능).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문

야는 해외의 다양한 메탄올 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메타넥스 코리아 회의실에

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벙커유 대비 95%가 감소된다.<도표7>

서 이루어졌으며 이하 전문은 영어로 나눈 대화의 일부를 번역 및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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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넥스는 여수-광양항의 낙포부두에 13만2천㎘의 메탄올 저장탱크를 갖추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 공급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공급하는 메탄올은 대부분이 화학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메탄올을 화학 제품이 아닌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외 사례가 궁금합니다.
외국 정부와 기업에서는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메탄올 엔진
을 자동차에 사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국가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메타넥스 또한 메탄올 연료 관
련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다양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메타넥스 자체에서 메탄올 선박을 건조하기도 하였습니
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메탄올 선박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 4 Mr. Dom Lavigne와 서석찬 차장님

3. 우리나라에서 선박 연료로 메탄올이 사용 되어 항구에 공급이 필요하다면 공급은 어
떤 방법이 있습니까?
1. 메탄올은 흔히 화학 원료로만 알려져 있지, 에너지를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
실 국내에서 낯선 말입니다.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메탄올은 LNG와 다르게 상온, 대기압에서 안정적인 액체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저장시설
인프라 구축과 차량 운반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새로운 메탄올 사업이 진행된다면 국내 항구에 이미

최근에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메탄올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존재하는 메탄올 저장탱크를 이용하거나 멀지 않은 곳에 손쉽게 설치하여 메탄올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전 세계 황산화물 배출량의 60%가 항구 근처에서 배출되고 있을 정도로 해상 대기

수광양항, 울산항 같이 메탄올 저장탱크가 이미 구축된 곳을 활용해 메탄올 선박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른 대

오염은 심각하며, 이에 따라 IMO 규제와 ECAs 지역 설정 등 다양한 협약을 통해 선박들에 대한 장기적인 환

체연료 사업보다 더 빠르고 값싸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만약 메탄올을 선박연료로 사용한다면 환경오염을 크게 억제할 수 있으며 정책 및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탄올은 바다에 유출되어도 오
염을 일으키지 않고 생분해 된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원유 유

SUMMETH Project의 Ph.D. Joanne Ellis 와의 해외서면 인터뷰

출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 해양 연료로서 메탄올을 도입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SUMMETH Project을 관
리하는 Joanne Ellis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uropean Sustainable Shipping Forum 에서 발표한 유럽
의 선박 대체연료 연구논문에 대한 질문과 유럽 선진사례의 배경, 소형선박에서 있어 메탄올이 갖고 있는 장

2. 메탄올의 세계적 흐름이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포럼에서 발표한 요약본의 전문(“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 in shipping.”)을 받아서 연구에 참조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를 진행하여 얻은 내용을 요약하

메탄올은 지금까지 모든 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 물질로 활용되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것입니다.

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탄올을 원료 물질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

- 유럽은 메탄올 선박 연구의 선두주자로 EffShip Project, SPIRETH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로 이루어지고 있고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선박 배출 규제였으며 당시 유일한 대체

메탄올의 대부분을 화학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하루 빨리 메탄올 연료에도 관심

연료인 LNG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던 중 메탄올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친환경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과 LNG가 서로 비교되는데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메탄올만이 가지고 있
는 추가적인 강점이 있다.
1. LNG와는 달리 상온과 대기압 하에 간단하게 저장될 수 있다.

Methanex Korea 서석찬 차장님 인터뷰

2. LNG와는 달리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가스로 방출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메타넥스는 세계 최대의 메탄올 생산 및 공급 업체로서 한국에서 1년에 사용되는 150만톤의 메탄올 중

3. LNG와는 달리 벙커링 구축 비용이 낮고 액체이므로 공급 접근성이 뛰어나다.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메탄올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적절한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시행
되고 있는 절차를 파악하고자 서석찬 차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메탄올을 엔진 연료로 사용
하려는 세계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메탄올 선박의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대미포조선 기본 설계부 관계자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메탄올 연료 선박인 ‘LINDANGER(린단거호)’ 를 건조하였다. 메탄올 선박 건조

1. 현재 대한한국의 메탄올 수입 및 사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메탄올 선박 제조에 관현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자 현대미포조선 기본 설계부
에 컨택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계자님의 요청으로 실명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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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조하여 판매한 메탄올 선박은 1척이며 그 외에 2척을 추가로 건조하기 위한 계약 단계가 진

관련 전문 기관에게 ‘소형 메탄올 연료 선박 개

행 중입니다. 메탄올 선박이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성 있는 선박은 아니지만, 친환경 선박의 관심에

발 및 보급 위한 시범사업 제안서’의 필요성과 가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해운 기업에서 현대미포조선의 메탄올 선박 건조 사례를 벤치마킹 하

능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타당성을 검토 받기 위

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 정책 제안서 원본을 보내주었다.
②여수광양항만공사에 사업 제안서 제출

MAN KOREA 영업부 관계자
선박 엔진 업계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메탄올 선박 엔진 또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현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요는 계속 증가

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선박에 사용된 엔진을 제조한 업체이기도 하다. 현재 메탄올 엔진의 기술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에 친환경 선박들

확인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계자님의 요청으로 실명은 생략하였다.

의 정박, 급유를 가능하게 하는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MI 동향분석 제 19호’ 자료

“MAN사에서 제조하는 메탄올 선박 엔진은 5500Kw급 출력 이상의 엔진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소형 선
박 엔진의 경우 기술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아직까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제작된 적은 없
습니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메탄올과 같은 친환경
사진 6 ㈜ 이삭 문의 이메일

에 따르면, 특히 일본, 중국의 주요 항만은 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우 힘쓰고 있다.
메탄올 선박 도입에 따른 설비 구축의 필요성과 항만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 제안서
를 작성하여 ‘여수광양항만 공사 국민제안’에 제출하였다.

해상 대기 오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탄올 엔진이 소형 선박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상
업적으로 가능성 있는 소형 엔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모가 큰 신사업이기 때문에 기
본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 확보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와 같이 한국 정부도 소형 메탄올 엔진
개발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정하여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 기술 표준화, 관
련 기자재 성능 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메탄올 선박이 속도감 있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엔진의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들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수광양항은 소형 메탄올 선박 도입을 위한 최고의 거

사진 7 여수광양한만공사 사업서 제출

점이 될 수 있다. 13만2천㎘의 메탄올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어 이와 관련된 원료, 인력 그리고 기본 설비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③언론 기관에 기사 투고
①정부 관련 기관 정책 제안서 제출
소형 메탄올 선박 개발 및 보급의 환경적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관련 업계와 정

메탄올에 대한 편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탄올 선박의 친환경성을 알리기 위해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
한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SNS에 개시하였다.

부기관에 알리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주제가 전문적이고 변화가 필요한 주체가 대중이 아닌 해운 관련 업계이기 때문에 더 신뢰도 높은 홍보를

‘청와대 정책제안’, ‘국민신문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총 4곳에 제출하였다.

위해 인터넷 종합 일간지 ‘오마이뉴스(OhmyNews)’에 ‘친환경 선박의 시대, 메탄올 선박에 주목하라’ 라는 제

제출 완료 후, (주)이삭 관계자로부터 ‘소형 메탄올 연료 선박 개발 및 보급 위한 시범사업 제안서’ 관련

목의 기사를 투고하였다. 실제로 10월 10일자 오마이뉴스 및 네이버뉴스에 기재되어 관심을 받았다.

문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주)이삭은 해양 연료 커미셔닝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이다.

사진 5 제출한 정책 제안서 표지와 목차 및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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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KORMARINE CONFERENCE 2017 참여

결론

Nature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육지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대기오염은 심각하기 때문에 IMO에

10월 25일~10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해운업계의 현 시장과 미래 논의를 위한 “KORMARINE

서 지정한 ECAs에 따라 각국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메탄올로지 팀은 메탄올

CONFERENCE 2017”이 개최된다. 10월 26일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이자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컨

연료의 장점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여 국내에서도 메탄올연료 선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며, MI의 Dom Lavigne 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메탄올 선박 연구에 대한 자문을 구

탐색했다.

할 것이다.

연구는 국내외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도입, 활용 사례, 그리고 효과와, 유럽에서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선
박연료로서의 메탄올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메탄올 선박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 기사문을 작성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국내에 현실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연구 활용방안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겹쳐지면서 대체 연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문헌조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LNG와 메탄올을 비교했을 때 연료 효율, 환경적 측

20세기는 ‘석유경제’ 이며 현 시점은 석유경제에서 포스트 석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면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안정성 및 운영비용의 측면에서 메탄올이 더 우수한 연료라고 판단했고,

있을 것이다. 상당 기간 석유의 영향력은 유지되겠지만, 석유 자원의 환경 문제가 서서히 노출되고 있는 현

특히 운영비용이 제한되고 연료 저장 공간이 협소한 소형 선박의 연료로 메탄올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을 고려할 때 석유의 뒤를 이을 자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에서 석유 기반 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료의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IMO 환경규제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선박 기술은

설정한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아시아 최초 LNG선박인 에코누리호를 견학, 전 세계 메탄올 산업을 위

물론 자국 항만에 벙커링, 연료 저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와 계획이

한 비영리 협회인 MI와의 지속적인 컨택과 인터뷰, 세계 최대 메탄올 생산 및 공급업체인 메타넥스와의 인터

없는 상황이다. 해운업의 세계적인 흐름이 친환경 선박으로 맞추어 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준

뷰, 그리고 우리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SUMMETH Project를 관리하는 박사님과의 서면 인터

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하여 인터뷰 내용, 문헌조사에서의 수치
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여수항만공사에 실제로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메탄올 선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유도를 위해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사,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기도
하였다.
대학생으로서, 엄청난 기술의 발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는 힘들었지만 이공계 학생으로서 국외 기술
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경영·미디어와 같은 인문·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하여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에 공헌할 수 있었다.
메탄올로지 팀은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인 IMO의 규제에도 대응하며, 효율적 연료를 통
해 선박시장 또한 발전하고,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도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를 그려본다.

연구의 한계

①국내 사례 부족
메탄올 연료 사용에 대한 선례를 찾기가 힘들었다. 국내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메탄올 선박은 0척이며,
세계적으로도 STENA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메탄올 선박은 없다. 유럽에서 개발을 추진 중일 뿐이다.  또한
비교되는 친환경 연료인 LNG에 비해 국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사례는 더욱

이러한 관점에서 메탄올은 친환경적으로 우수함은 물론 향후 성장 잠재력으로 볼 때 선박에서 석유 자원
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메탄올 선박 도입을 통한 녹색항만이
탄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었다.
국내 현대미포조선에서 세계 최초의 벙커유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Dual Fuel
Engine) ME-LGI Engine을 장착한 선박 Lindanger호를 건조하였을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체를 제

- 메탄올 선박 도입 시 국내 연안에 대한 IMO 환경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조한 것이며,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료조사를 함에 있어 해외

- 메탄올은 화학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로 미래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대체 연료들

에 의존하였으며, 컨택, 자료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메탄올 선박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메탄올 선박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다양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에 보다 뛰어난 국가 경쟁력
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정책 관계자의 무관심, 홍보 부족
기본적으로 선박을 가진 사람들이나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

- 아시아 최초의 친환경 메탄올 활용 녹색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박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이들이 환경을 고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한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 메탄올 선박 견학, 녹색 항만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기존 친환경 정책은 육지에 한정된 정책뿐이다. 정책관련자들 또한 국내 선박 규제에 대해 무관심했다. 정책

가져올 것으로 기대

적 무관심을 극복하고자 직접 정책제안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답변
을 얻기는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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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험의 제약
생소하면서도 위험한 소재로 한 연구였기에, 실험이 힘들었다. 연구실을 빌려서 한다 해도 메탄올 엔진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메탄올을 다루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배출량측정은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고, 연구실단위의 이론적인 실험과, 실제 해상에서 운용되는 선상에서의 실험 수치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메탄올연료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을 실제로 하기보다는 연구소나 기업

부록(정책제안서)

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힘썼다. 하지만 이론적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④정부지원 필수인 주제이다
우리 팀에서 선정한 주제는 선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라는 주제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정책화가 되어 이슈화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슈화가 되어

소형 메탄올 연료 추진선
개발 및 보급 위한 시범사업 제안서

야 정책화가 되는 사회에서 시대를 앞서나간 너무 이른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보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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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에 의한 해상 대기오염의 심각성

목차

1) 선박에 의한 해상 대기오염의 심각성

배는 대중들에게는 익숙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배는 가장 효율적이

2) 엄격해지는 IMO 해상 배출가스 규제

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박은 육상 연료에 비하여 연료 품질이 낮은 경유(GMO), 와 벙커유(HFO)와

3) 친환경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유해한 배출가스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1)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감소
  (2) 바이오 메탄올(Bio-methanol)
  (3) 생분해

이산화탄소(CO2)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PM)가 다량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
라는 상대적으로 먼 위치 때문에 규제가 육지에 비하여 매우 느슨한 현실이다.
선박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은 Nature Climate Change(7월 18일 발행), 중국(후안 리우 등)과 미국

4) 메탄올 연료 추진선 건조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정보

연구자(Drew Shindell 등)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1만 9천 대의 선박을 위성으로 추적해 얻은 동적 활동 데

  (1) 엔진 및 선박 비용

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2001년에는 6.6%였지만, 2013년에는 15.85%, SO2는

  (2) 연료 비용

6.6%에서 19.0%, NOx는 6.6%에서 16.5%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보여주었다 <도표 1>. 이는 최근 자동차와 공

  (3) 페이백 타임(Payback time) 분석 및 결과

장의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 추세와는 반대되는 형태이다.

5) 소형 선박에서 메탄올의 활용도 증가
6) 메탄올 연료 중, 소형 선박 개발 및 시범 도입 사례
  (1) EffShip
  (2) SUMMETH

7) 여수·광양항만공사, 메탄올 선박 도입의 거점
8) 친환경 선박 제조에 뒤쳐진 한국.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변화와 도전.

도표목차

<도표1>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상운송으로 인한 배출가스 기여율(Nature Climate)
<도표2> ECAs와 나머지 지역에서의 배출량 제한 기준

<도표1>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상운송으로 인한 배출가스 기여율(Nature Climate)

<도표3> 메탄올 연료 사용 시 벙커유(HFO) 대비 배출가스 오염물질 성분 별 감소 비율
<도표4> Tier II 엔진 벙커유(HFO) 연료 추진선 대비 배출 가스 감소 예상 비율

선박 배출 가스에 관한 조사는 한국에서도 이미 시행되었고 그 심각성이 증명되었다. 2015년 국립환경과

<도표5> 각 연료에 따른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

<도표6> 각 연료 추진 선박 개조 및 선박 건지 예방 비용

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

<도표7> 각 연료 별 에너지 당 가격(USD/MWh) 변화 추세

익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도표8> 각 연료 별 페이백 타임

고 밝혔다.[1]
이렇게 해양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은 단지 해양의 상공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사진목차

대기의 특성상 바다 위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은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육지로 이동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줄

<사진1> 현재 IMO에서 발표된 ECAs와 추가 논의 중에 있는 지역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높아져서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은 상

<사진2> World First Methanol-Fueled Ship Debuts in South Korea

황이다. 이러한 예로, 연합뉴스: “부산 대기오존농도 위험수준... 선박 배기가스 관리해야”(‘15.9.1.) [2], KNN
뉴스: “배 많은 부산... 선박 오염 단속 시급”(‘15.10.22.) 등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에서는 선박 배출가스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는 경유와 벙
커유를 메탄올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NOx, Sox 등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SUMMETH 와
GreenPilo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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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해지는 IMO 해상 배출가스 규제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MARPOL73/78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의 약어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그 중 MARPOL73/78 부속서 VI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
질 방지 규칙을 담고 있으며 1997년 9월 26일 채택되어 2005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이후 여러차
례 강화된 개정안을 발표하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 NOx의 양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도표2>
1. SOx
연료 내 황(S) 함량비 제한(%)

년도

SOx ECA

2000

나머지 지역

1.5%

2010.07

4.5%

1.0%

2012

사진1 현재 IMO에서 발표된 ECAs(초록)와 추가 논의 중에 있는 지역(연두)

3.5%

2015

출처: IMO

0.1%

2020

0.5%

<도표2> ECAs와 나머지 지역에서의 배출량 제한 기준 (출처 : IMO Marine Engine Regulations)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후처리 장치와 친환경적
인 대체 연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scrubber 또는 SCR system와 같은 후처리 장치는 선박 내구연수(약

2. NOx(Tier III이 현재 NOx ECAs 의 기준이며, 나머지 지역은 Tier II 기준이 적용됨)

25년)에 비하여 수명이 짧아 장기적 선박 배출가스 저감 해결책으로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
Tier
Tier I
Tier II
Tier III

NOx Limit, g/kWh n = Rated Engine speed(rpm)

Date
2000
2011
2016

n < 130
17.0
14.4
3.4

130 ≤ n < 2000

n ≥ 2000

-0.2

9.8

-0.23

7.7

45 · n
44 · n

9 · n-0.2

1.96

때문에 세계는 메탄올 연료 추진선, LNG 연료 추진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의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이용한 추진 선박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IMO에서 발표한 <사진1>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연안도 ECAs 설정 논의 중에 있다.  전국 11개 지방
청이 관리하고 있는 95개 항로(일반항로 69개, 보조항로 26개)의 168척 연안여객선이 운행 중이다. 선박 산
업의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이다.

NOx에 대한 규제는 부속서 VI Regulation 13 Nitrogen Oxides(NOx)에 제시되 어 있는데 2016년 1월 1
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Tier III 가 적용된다. SOx에 대한 규제는 사용하는 연료의 황(S)
함량비에 기준을 두어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2012년 1월 1일

3) 친환경 선박 연료로서 메탄올이 갖고 있는 장점

부터 기존 황 함유량 4.5%에서 3.5%로 강화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 0.5%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1)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감소

ECA(Emission control areas)에서는 이보다 엄격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2010년 7월 1일부 터 황 함유량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경유(GMO) 또는 벙커유(HFO)를 사용했을 때보다 SOx, NOx

1.0%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 0.1%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걸로 설정되어

및 미세먼지(PM)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연구 및 현장 실험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

있다. 현재 지정된 ECAs는 미국 연안과 북해, 발트해이며 더 나아가 지중해, 호주, 일본 및 대한민국 연안도

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ECAs 설정 논의 중에 있다.<사진1>

스웨덴 선반 연구소 SSPA Sweden AB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탄올 연료 엔진 사용 시 기존
벙커유(HFO)연료에 비해 NOx는 80%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는 IMO에서 2016년 규제를 시작한 Tier III 기
준(2-4 g/kWh)을 충족시키는 적은 배출량이다. 또한 화학 구조상 황(S)을 갖고 있지 않은 메탄올을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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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시 SOx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수치상으로 99% 이상 감소가 가능).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

는 연료 유출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출된 메탄올은 바다에서 2~3일 안에 생분해 되어 해양 생물

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의 배출량 또한 기존 HFO의 95%가 감소된다.<도표3>

체에 유해를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연료

연료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유(MGO)

물 표면에는 오래 유지되지 않고 수중에 흡수되고 일부는 대기로 증발함.
해양 생태계에 유해.

벙커유(HFO)

수중에 흡수되지 않고 물의 온도와 밀도에 따라 해저에 가라앉거나 해수면에
떠다니며 오랜 기간 유지됨. 해양 생태계에 유해.

LNG

메탄 가스로 기화 되어 대기중으로 흩어진다. 해양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3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메탄올

수중에 완벽해 용해되고 2~3일 안에 생분해 됨.

<도표5> 각 연료에 따른 유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출처: EMSA 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 June-2016)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은 다양한 친환경적이기 장점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미 MAN, Wärtsilä는 메탄
<도표3> 메탄올 연료 사용 시 벙커유(HFO) 대비 배출가스 오염물질 성분 별 감소 비율

올 추진 엔진이 제조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적으로 뛰어난 대체 연료로 자
리 잡고 있다.

선박엔진 제조회사인 MAN, diesel and turbo 에서 자사의 메탄올 연료 엔진 ME-LGI deul-fuel engine
소개 문서에 아래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 감소 예상 수치를 발표하였다.<도표4>

4) 메탄올 연료 추진선 건조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정보
NOx

SOx

PM

LNG

20-30%

90-97%

40-90%

메탄올

30-50%

90-97%

40-90%

다음 자료는 유럽 해양 안전 기관(EMSA)에서 발표한 선박 연료로서 사용 가능한 각 연료들의 연료비, 초
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등을 종합하여 경제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4]

<도표4> Tier II 엔진 벙커유(HFO) 연료 추진선 대비 배출 가스 감소 예상 비율

(1) 엔진 및 선박 비용

출처: http://marine.man.eu/two-stroke/2-stroke-engines/me-lgi-engines

ECAs에서 운행이 가능한 메탄올 연료 엔진, LNG 연료 엔진, scrubber 과 SCR 을 장착한 경유(MGO), 벙
커유(HFO) 연료 엔진의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한 표이다.<도표6> 덴마크 해사 기구(DMA)의 연구 자료

(2) 바이오 메탄올(Bio-methanol)

[5]와 2015년에 수행된 Stena Germanica 메탄올 연료 엔진 개조 사업에서 보고된 정보[6]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메탄올에 친환경 연료라도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메탄

비교의 주안점은 연료 선택이므로 기계 및 관련 비용만 견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설치된 엔진의 kW전

올은 목재 폐기물, 잔디, 조류, 펄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매립지와 동물 폐기물로 생산이 가능하다.

력 당 달라(USD)로 명시되어있다. 비용은 유로(EU)의 경우 인플레이션 비율 4 % (2011년 11월에서 2015년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구(IRENA)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00만 톤 이상의 바이오 메

11월 까지)를 고려하여 2015 년 달라(USD) 값으로 수정된 자료이다.

탄올이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 (한국 연 메탄올 사용량 약 150만 톤). 한국 정부도 ‘9대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6년간 475억 원을 투입해 광양·여수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로 바이오 메탄올(Bio-methanol) 등 유용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
오 메탄올은 천연가스로 만드는 일반 공정보다 이산화탄소를 25~4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생분해
선박 연료의 유출 시에 환경에 미치게 될 악영향 또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메탄올은 물에 용해되며 생
분해 되는 물성을 갖고 있다. 선박 운행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기기 결함 또는 선박 사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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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개조(Retrofit)

선박 건조 (엔진 및 설비 포함)

경유(MGO) + scrubber & SCR

150 000 + 63 $/kW

120 000 + 542 $/kW

벙커유(HFO) + scrubber & SCR

489 $/kW

926 $/kW

LNG(dual fuel 4 stroke) + 연료 탱크

664 $/kW

1275 $/kW

메탄올(dual fuel 4 stroke)

392 $/kW

815 $/kW

<도표6> 각 연료 추진 선박 개조 및 선박 건지 예방 비용
(출처: EMSA 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 Jun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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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박 건조 비용에는 신형 엔진, 발전기 및 관련 장비가 포함되므로 엔진의 성능 향상에만 투자해야
하는 개조(Retrofit)에 비해 비용이 높다.

치에 근거한다. 따라서, 메탄올 연료의 페이백 타임은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개발과 수요의 증가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료 비용
각 연료가 엔진에서 추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 때 발휘하는 에너지량에 따른 가격 을 정확히

5) 소형 선박에서 메탄올의 활용도 증가

비교하기 위해 단위를 에너지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과거의 연료 별 가격 변동을 표로 나타내었다.<도표7>
(1) 저렴한 bunkering 초기 투자 비용
선박이라는 이동수단이 이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야하는 것이 주유 시스템 (Bunkering
System)이로 손꼽힌다. 벙커링은 선박에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 및 선
박의 개발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탄올은 친환경 선박 대체 연료로 주목받
는 또 다른 연료인 LNG와는 다르게 상온, 상압에서 별다른 처리 없이 안정한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해양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GMO)와 병커유(HFO)의 저장 및 벙커링 시스템을 약간의 수정만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정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초기 인프라 설비 구출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대폭
감소시킨다.
또한, 메탄올 연료 주유 인프라는 메탄올 운송을 위해 선박에 싣는 선적 설비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있다.
즉, 이미 메탄올 수입 및 공급에 이용되고 있는 항만의 선적 설비들과 안내 절차들을 주유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00m3 규모의 메탄올 저장 탱크 및 전석 설비를 건설에 약 500만 유로(약 67억원)의 비
<도표7> 각 연료 별 에너지 당 가격(USD/MWh) 변화 추세

용이 들며 이 금액은 LNG 설비의 약 10분에 1 정도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다.
상온, 상압에서 안정적인 액체로 존재한다는 물성 덕분에 메탄올은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격이

(3)페이백 타임(Payback time) 분석 및 결과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주유가 가능하다. 즉, 연료 공급은 비교적 적으면서 충분한 공간과 자

페이백 타임(Payback time)이란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을 뜻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건조 비용, 연료 비용을 사용하여 각 연료 별 페이백 타임이 계산되었다.<도표8>

금이 투자되기 어려운 소형 선박을 위한 연료로서는 LNG에 비해 메탄올이 더 큰 강점을 갖고있다. 아래 이
메일은 스웨덴 선반 연구소 SSPA Sweden AB에서 진행 중인 소형 메탄올 추진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
는 SUMMEHT 프로젝트 매니저 Joanne Ellis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도표 8> 각 연료 별 페이백 타임

저감 장치가 부착된 HFO

LNG

메탄올

예상 연료 가격 USD/톤

711

931

412

페이백 타임 (년)  선박
건조

3.0

7.5

6.2

페이백 타임 (년)  기존
선박 개조

3.3

6.2

7.3

요약 : 유럽 해양 안전 기관(EMSA)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탄올의 연료비는 LNG보다 높지만
페이백 타임 분석 결과 메탄올은 투자 및 운영 비용이 낮기 때문에 ECAs 지역 내에서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제한된 메탄올 연구 경험에서 얻어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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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메탄올은 소형 선박 연료로 사용되었을 때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박 내에서의 저장 방식: 메탄올은 LNG와 다르게 상온, 상압에서 안정적인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선 내의 연료 탱크 건조에 복잡하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자유롭고 간단하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주유 시설의 보급: 메탄올은 공급 및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은 항구, 작은 선박에 추가 설비 없이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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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연료 추진선은 선박 제조 및 운영에서 경쟁력 있는 페이백 타임을 갖고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3) 전문 인력 확보 가능

저렴한 초기 인프라 시설 투자 비용이라는 경제적인 장점을 갖고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액체라는 안정성

해양 연료로서 메탄올의 사용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유사 업종의 전문가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메탄

을 이용한다면, 소형 선박 건조와 활용에서 더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 연료이다. 정부의 지원과 신

올의 취급, 운송 및 사용은 (주)메타넥스 코리아와 같은 화학 업계에서 오랫동안 확립 된 절차이며 적절한 규

산업 추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ECAs 규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소형 메탄올 선박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 지침 및 모범 사례를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이 여수·광양 항만 내에 배치되어있다. 즉, 전문 인력들의 확
보가 용이한 위치이다.

6) 메탄올 연료 중, 소형 선박 개발 및 시범 도입 사례

(4) 정부의 바이오 메탄올 생산 로드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9대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6년간 475억원을 투입해 광양·여수 산
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바이오 메탄올 등 유용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EffShip - Efficient Shipping with Low Emissions (스웨덴 정부 국가 사업)
EffShip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해상
운송 산업을 위해 다양한 선박 연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인프라 내에서의 신속한 가용성, 저렴

8) 친환경 선박 제조에 뒤쳐진 한국.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변화와 도전

한 투자 비용, 비교적 간단한 엔진 및 선박용 기술 적용을 고려할 때 메탄올이 최고의 대체 연료라고 결론지
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디젤 연료와 유사한 엔진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낮은 미
세먼지 배출량 및 낮은 NOx, SOx 배출량을 보여주었다[7].

한국의 선박 제조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에 걸맞게 2016년부터 현대미포조선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선박 ‘린단거(LINDANGER)’호 등 2척을 건조하였다.[8] 현재는 메탄올 추진 선박 4척 건조 계약을 앞두
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 메탄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있다.

(2) SUMMETH - Sustainable marine methanol
SUMMETH 프로젝트는 소형 메탄올 연료 추진선 개발 및 보급을 최종 목표로 하고있다. 다양한 설계의
메탄올 엔진 연소를 실험 및 평가하여 적용 가능한 소형 엔진(약 250 kW ~ 1200 kW)을 개발 후 발전시키
고 있으며 현재는 소형 디젤 선박을 개조하여 메탄올 연료 추진선을 제조 가능한 기술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소형 메탄올 선박 잠재 시장과 메탄올 연료 공급망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CAs에 해당되는 스웨덴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국가 사업으로 메탄올 선박의 가능성을 확
인하고 소형 메탄올 선박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직 한국은 ECAs 해당 국가는 아니지
만 충분히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도 소형 메탄올 선박 건조 개발 및 보급을 국가 사
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야한다.

7) 여수·광양항만공사, 메탄올 선박 도입의 거점

<사진2> World First Methanol-Fueled Ship Debuts in South Korea
(출처: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189578/first-methanol-fueled-ship-debuts-in-south-korea/)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메탄올 선박 도입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유망한 메탄올 선박 건조 기술은 언제든
(1) 저렴하고 원활한 연료 공급

지 뒤쳐질 수 있다.  LNG선박에서처럼 말이다. 한국의 LNG 선박 건조와 LNG벙커링 기술이 중국, 일본, 싱

한국 메탄올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메타넥스 코리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낙포부두에는

가포르 보다 앞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LNG연료추진선과 LNG벙커링 정책 수립이 3년

13만 2000kL의 메탄올 저장이 가능한 저장 시설을 이용하여 메탄올을 수입 및 공급하고 있다. 원료 공급에

지연되고, 국내 선주사의 관심을 못 받고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가스업계에서의 기술개발 및 사업 투자가

있어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송비에서 큰 이점을 볼 수 있다.

적극적이지 못하여 현재는 아시아에서 4위(1위 : 중국, 2위 : 싱가포르, 3위 : 일본) 수준이 된 상황이다.[9]

(2) 벙커링 시스템 초기 투자비용 절감
메탄올 벙커링 시스템은 메탄올 운송을 위해 선박에 싣는 선적 설비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있다. 즉, 이미

Effship, SPIRETH, GERMANICA, Methaship, LeanShips, SUMMETH 등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메탄올
선박 개발 및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 법규 수정을 위해 세계가 보인 노력들이다. 이와 같이 세계는 급속히 친

메탄올 수입 및 공급에 이용되고 있는 항만의 선적 설비들과 안내 절차들을 약간의 수정 만을 통해 벙커링

환경 메탄올 선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선박 제조 1위의 국가 임에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메타넥스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못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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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메탄올 연료 추진선 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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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Maritime Organization)는 기존의 규정보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 NOx의 양을 더욱 제한하는
ECAs(Emission Control Areas)를 설정함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유(HFO)는 연료 품질이 낮아 다량의 PM, NOx, SOx, CO2 등의 오염

- SOx의 경우 ECAs로 지정된 곳은 15년 1월부로 선박 연료 내 함량이 0.1%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연안가의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부터는 전 해역에서 0,5%미만이어야 함
- NOx의 경우 ECAs로 지정된 곳에서는 16년 1월부로 Tier III를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해역에서는 Tier II

- 2016.7.18에 개제된 Nature Climate Change의 「Health and climate impacts of ocean-going vessels

를 준수해야 함

n East Asia」 논문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1만9천대의 선박을 위성으로 추적해 얻은 동적 활동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 선박에 의한 CO2, SOx, NOx의 배출량 비율은 2001년에는 모두 6.6%였지
만 2013년에는 각각 15.8%, 19.0%, 16.5%로 2.4, 2.9, 2.5배 상승함.

- ECAs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연안 또한 2020년 이후로 ECAs 지정 검토 중임
해운업계는 선박배출가스 저감 등 규제 준수를 위해 후처리설비(Scrubber & SCR) 설치, 메탄올, LNG
등 대체 연료 사용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대체 연료 사용이 가장 합리적

-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박
에서 발생하는 NOx는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SOx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 ECAs 확대 및 전 해역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는 배출가스의 정화를 위한 후

SOx의 경우 모든 도로 이용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양의 34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임.

처리설비(Scrubber) 설치, LNG 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 중임

<도표1>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상운송으로 인한 배출가스 기여율(Nature Climate)
그림1 출처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93

- 특히 SOx, NOx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로 대기 순환의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육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
그림2 출처 - FCBI Methanol Marine Fuel Report Final
-2015.10.22 KNN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 NOx를 포함
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34%로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으며, 14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선박입출항 길목인 태종대가 공단지역인 학장동보다도 높았음

해운업계는 선박배출가스 저감 등 규제 준수를 위해 후처리설비(Scrubber & SCR) 설치, 메탄올, LNG 등
대체 연료 사용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대체 연료 사용이 가장 합리적

선박에 의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IMO(국제해사기구)의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가 더 강해짐

- ECAs 확대 및 전 해역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는 배출가스의 정화를 위한
후처리설비(Scrubber) 설치, LNG 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 중임

-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UN 산하의 IMO(International
- 후처리설비(Scrubber)의 경우 기존 연료 HFO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치 설치 및 운영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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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화물 적재 공간 감소 및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

- 스웨덴 선박 연구소 SSPA Sweden AB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 선박엔진 제조회사 MAN diesel and

리 문제, 선박 내구년수(약 25년)에 비하여 수명이 짧은 점 등 여러 단점이 있음

turbo에서 발표한 예상 수치에 따르면, LNG와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했을 시 HFO 대비
SOx, NOx의 배출량을 ECAs 기준 아래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런 한계 때문에 세계는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LNG 연료 추진 선박,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의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함

(2) 친환경적 생산이 가능
- 메탄올은 목재 폐기물, 잔디, 조류, 펄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매립지와 동물 폐기물로 생산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LNG가 대체 연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메탄올 또한 친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하며,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구(IRENA)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00만 톤 이

LNG에 결코 뒤지지 않는 대체 연료

상의 바이오 메탄올이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함
바이오 메탄올 생산 공정은 천연가스로 메탄올을 만드는 일반 공정보다 메탄올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를 25~40% 감소시킬 수 있어 더 친환경적임

■ 메
 탄올은 기존 연료(HFO)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인 생산이 가
능하며 유출 시 생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연료임
(1)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3) 생분해성
- 메탄올이 바다에 유출될 시 완전히 용해된 후 2~3일 내에 생분해되어 해양 생물체에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임

■ 메
 탄올 연료 선박의 건조 비용, 메탄올 벙커링 시설 등 항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payback time 값이 가장 작다. 즉 메탄올은 경제성까지 갖춘 연료
(1) 건조 비용이 저렴함
연료

개조(retrofit)

선박 건조(엔진 및 설비 포함)

경유(MGO) + scrubber & SCR

150 000 + 63

120 000 + 542

벙커유(HFO) + scrubber & SCR

489

926

LNG(dual fuel 4 stroke) + 연료 탱크

664

1275

메탄올(dual fuel 4 stroke)

392

815

표 각 연료 추진 선박 개조 및 선박 건조 예상 비용, 단위 : $/kW
출처 : EMSA 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 June-2016
- 덴마크 해사 기구(DMA), 15년에 수행된 Stena Germanica 메탄올 연료 엔진 개조 사업에서 보고된 정
보(도표 6)에 따르면 기존 선박에서 엔진만 개조하는 retrofit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에서, 메탄올 연료 선박이 가장 경제적임
(2) 벙커링 시설 등 항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저렴함

그림 4 출처: http://marine.man.eu/two-stroke/2-stroke-engines/me-lgi-engines

- 선박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것이 벙커링 시스템
- 벙커링이란 선박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메탄올 벙커링 관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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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SUMMETH 프로젝트

- 스웨덴 선박 연구소 SSPA Sweden AB의 메탄올 추진 선박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는 SUMMEHT

SUMMETH 프로젝트는 소형 메탄올 연료 선박 개발 및 보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다양한 설계의 메

프로젝트 매니저 Joanne Elli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LNG와 달리, 메탄올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 액체 상

탄올 엔진 연소를 실험 및 평가하여 적용 가능한 소형 엔진(약 250 kW ~ 1200 kW)을 개발 후 발전시키

태로 존재해 기존 연료(HFO)의 저장 및 벙커링 시스템을 약간의 수정만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

고 있으며 현재는 소형 디젤 선박을 개조하여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제조 가능한 기술 상태. 추가적으

며 소형 선박의 경우 추가 설비 없이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함

로 소형 메탄올 선박 잠재 시장과 메탄올 연료 공급망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임.

(3) payback time 값이 가장 작음

Stena Germanica호

- payback time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되는 값으로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을 뜻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경

2015년 크기 188 x 29m, 총톤수 5만톤급의 Stena Germanica 여객선의 연료 시스템과 한 개의 주 엔진

제적으로 이점이 있음

을 Wärtsilä의 메탄올/MGO Dual-Fuel 엔진으로 개조
Lindanger호
현대미포조선이 웨스트팔 라르센(Westfal-Larsen)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2016.4.20에 인도한 5만톤급

- 유럽 해양 안전 기관(EM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탄올의 payback time은 LNG, 저감 장치

PC선으로 Man 사의 LE-MGI Dual Fuel Engine을 장착해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Scrubber, SCR)가 부착된 HFO에 비해 더 값이 작았음. 즉 세 가지 연료 중 메탄올이 설치 및 운영 비용
이 가장 낮음
- 기술 향상 및 수요 증가에 따라 메탄올 연료 선박의 payback time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됨

HFO + 저감장치

LNG

메탄올

예상 연료 가격 USD/톤

711

931

412

新선박 건조시 payback time

3.0

7.5

6.2

retrofit 시 payback time

3.3

6.2

7.3

표 각 연료별 payback time
출처 : EMSA Study on the use of ethyl and methyl alcohol as alternative fuels June-2016

2. 현황 및 문제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메탄올, LNG와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그렇기 때문에 항만에 친환경 선박들의 정박, 급유를 가능케 하는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KMI 동향분석 제 19호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일본, 중국의 주요항만은 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
축에 매우 힘쓰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 2016년 하반기 이후 요코하마항을 LNG 벙커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 마
■ 전
 세계적으로 Stena Germanica, Lindanger 호 등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운영 중이고,

련 및 사업 추진 중

유럽을 중심으로 EffShip, SUMMETH, 프로젝트 등 중소형 메탄올 연료 선박의 시범 도입 사례들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상태임

- 일본은 요코하마항을 LNG 벙커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 검토
회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EffShip 프로젝트
- 요코하마항은 북미항로상 LNG 벙커링 거점의 측면에서 일본 최상의 벙커링 거점으로 잠재력 보유하고
2013년 4월에 완료된 SSPA Sweden AB, 엔진 제조 업체인 Wärtsilä 등 여러 기업, 기관과 공동으로 진

있음, 특히 일본 국가정책인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으로 육성·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어 컨테이너선, 자

행한 스웨덴의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해운 산업을 만들고

동차운반선, 크루즈선 등 다양한 다수의 선박이 기항하고 있음

자 하는 것을 목표로 천연가스, LNG, 메탄올, DME 등 다양한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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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메탄올이 기존 인프라, 가격, 비교적 간단한 엔진 및 선박 내에서 빠른 가용성을 고려할 때 최고의 대

- 또한 항 주변에 다수의 LNG 인수기지가 입지해 있어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벙커링 인프

체 연료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탱크 등)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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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보조금 정책 등에 따라 2015년 기준 1,100척의 LNG 추진선박 발주,

세 번째 :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능함

벙커링 인프라 역시 장강, 시강, 대운하 및 연해지역에 지속 확충 중
해양 연료로서 메탄올의 사용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유사 업종의 전문가들의 경험이 중요함. 메탄올
- 중국 수운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600척의 LNG 추진선이 운항, 건조 및 발주된 상황임

의 취급, 운송 및 사용은 ㈜재원 산업, 메타넥스 코리아와 같은 화학 업계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절차이며
적절한 규정, 지침 및 모범 사례를 교육 받은 전문 인력들이 여수·광양 항만 내에 배치되어있음. 즉, 전

- 2016년 기준 중국에 6개소의 LNG벙커링 인프라가 개발되었으며, 이 중 5개소는 운영 중임

문 인력들의 확보가 용이한 위치임

· 대부분 장강, 시강(주강 지류) 등 내륙수운용 LNG 벙커링 인프라가 구축, 절강성 저우산항에 외항선

  

대상 LNG 벙커링 인프라가 개발 진행 중임
■ 국내외 항만 모두 LNG 벙커링 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수 광양항이 메탄올 벙커링 시
그러나, 한국은 벙커링 논의는 많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은 일본, 중국에 비해

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

많이 뒤쳐진 상황
- 메탄올의 연료 효율과 친환경성 때문에 선박 연료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도 주목
- 2015년 초 부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민간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제안 입지에 대한 통항 안전성

받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올레핀(에틸렌 + 프로필렌) 등 화학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물질들을 만드

논란 등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 중

는데 꼭 필요한 원료 물질로, 전 세계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는 16.11.22~23 홍콩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아 물류, 해양 컨퍼런스’에 참가해 국제 메

- 아시아에서는 LNG연료가 더 강세이지만 SUMMETH 프로젝트 등 유럽을 중심으로 메탄올 선박 관

탄올 협회(Methanol Institute)와 소형선박 메탄올 벙커링 시스템의 울산항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했지만

련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현대미포조선에서 메탄올 연료 선박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없는 상태

Lindanger호를 건조하는 등 메탄올 연료도 충분히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선박 연료임
- 향후 메탄올 수요량 증가에 따라 메탄올 선박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3. 사업계획, 추진 방안

- 여수광양항이 메탄올 벙커링 시설을 갖춘다면, 아시아 유일의 메탄올 연료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
이 되기 때문에 차별화 효과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을 것

국내 항만들의 벙커링 사업 진행은 답보 상황,
현 상황에서 여수광양항, ‘메탄올’ 벙커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동북아

벙커링 시설 설치만 하면 끝?

유일무이의 차별화된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자!

소형 메탄올 선박 운영을 통해 메탄올 벙커링 경험도 쌓고, 친환경 항만 홍보 효과도 누리자!

■ 여수광양항, 메탄올 벙커링 시스템 도입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벤치마킹 사례> 인천항만공사의 소형 LNG연료선 에코누리호

첫 번째 : 저렴하고 원활한 연료 공급

- 인천항만공사는 아시아 최초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인 에코누리호를 2013년 7월부터
운영 중

㈜재원 산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낙포부두의 13만 2000kL의 메탄올 저장이 가능한 저장 시설을 이
용하여 메탄올을 수입 및 공급하고 있다. 원료 공급에 있어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송비에서 큰 이점을 볼

- 에코누리호는 260톤급의 중소형 선박으로 기초 설계는 삼성중공업이 담당했고, 엔진은 기존 연료와

수 있다.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Wartsilla의 1,500kW dual Fuel Engine을 사용함

두 번째 : 벙커링 시스템 초기 투자비용 절감

- 에코누리호는 인천항 내외 견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도 연구, 벤치마킹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음

메탄올 벙커링 시스템은 메탄올 운송을 위해 선박에 싣는 선적 설비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있음. 즉, 이미
메탄올 수입 및 공급에 이용되고 있는 항만의 선적 설비들과 안내 절차들을 약간의 수정만을 통해 벙커링

- 2017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회 LNG 벙커링 컨퍼런스’에 모인 전 세계 벙커링 관계자들에게 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 ㈜재원 산업, 메타넥스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코누리호의 친환경성, 벙커링 방식 등의 운영 노하우를 발표해 대외적으로도 친환경 항만 홍보효과를 톡
톡히 누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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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인천항에는 에코누리호에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지상 벙커링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5. 참고 문헌

TTS(Truck to Ship)방식으로 벙커링을 하고 있는 점이 한계임
Nature Climate Change, 「Health and climate impacts of ocean-going vessels in East Asia」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여수광양항에 소형 메탄올 선박을 도입한다면?

FCBI – 「Methanol Marine Fuel Report」
EMSA- 「Study-on-the-use-of-ethyl-and-methyl-alcohol-as-alternative-fuels」

- 메탄올 연료 사용이 가능한 Lindanger호 건조 경험이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협업해 200~300톤급의

IMO – 「Methanol as marine fuel: Environmental benefits, technology readiness, and economic

소형 메탄올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것임

feasibility」
KMI 동향분석 제19호   

-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 사례와 같이 메탄올 연료 선박을 여수광양항 견학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녹색항만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TTS(Truck to Ship)방식이 아닌 지상 설비를 통한 벙커링 경험을 축적해, 아시아 유일의 메탄올 선박
벙커링이 가능한 ‘차별화된’ 녹색 항만으로써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4. 요약정리
1) 메탄올 선박 도입 시 2020년 이후로 강화되는 IMO의 SOx, NOx,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메탄올은 현재 화학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로 미래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대체 연
료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메탄올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3) 다량의 메탄올 선박 도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래에는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친
환경 선박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반 시설 및 인프라를 미리 구축한다면 빠르게 변화
하는 세계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80번인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해운강국 건설’ 에 부합하는 친
환경 선박 사업으로 국가적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아시아 최초의 친환경 메탄올 녹색 항만으로 거듭나 차별화 효과를 통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 사례를 벤치마킹해 소형 메탄올 선박을 운영한다면, 국내외적으로 녹색
항만 홍보 효과 및 메탄올 벙커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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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친환경 선박의 시대,
메탄올 선박에 주목하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바다에서는 대응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대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환경 오염원에 의한 건강악화 등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원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다
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등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
근에는 오염필터, 흡착제 등의 새로운 친환경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점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기술들이 육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은 대중들에게는 익숙한 교통 수단이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은 선박 얼마나 많이 사용
되는지, 선박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선박은 육상 연료에 비하여 연
료 품질이 낮은 경유(GMO) 와 벙커유(HFO)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유해한
배출가스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PM(미세먼지)을 다
량 배출하고 있다.
선박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은 Nature Climate Change에서 중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사진 1. Stena Line Group에서 운영 중인 메탄올 선박

서 1만9천대의 선박을 위성으로 추적해 얻은 동적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2001년에는 6.6%였지만, 2013년에는 15.85%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자동차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추세와는 반대되는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해상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육상 대기오염보다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박 연료로서 여러 장점을 가진 메탄올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느슨한 현실이다.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바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은 언젠간 한계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에서 메탄올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 선박유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
까. 메탄올 연료만이 가지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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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러한 선박배출가스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기존 경유(GMO)와 벙커유(HFO)를 대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경유(GMO)또는 벙커유(HFO)를 사용했을 때보다 SOx, NOx

체하면서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들을 줄여주는 친환경 선박을 추진

및 미세먼지(PM)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연구 및 현장 실험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

중이다. LNG연료추진선박, CNG연료추진선박, 메탄올연료추진선박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선박 등의 다양한

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선반 연구소 SSPA Sweden AB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탄올 연료

친환경 연료추진선박이 출연하였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실제로 SUMMETH 프로젝트, GreenPilot Project를

사용시 기존 벙커유(HFO)연료에 비해 NOx는 80%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는 IMO에서 2016년 규제를 시

진행하여 수많은 소형선박들을 기존 선박유에서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작한 Tier III 기준(2-4 g/kWh)보다 적은 배출량이다. 또한 화학 구조상(CH3OH) 황(S)을 갖고 있지 않은 메

으며 Stena Line Group에서는 2013년부터 메탄올로 구동 중인 선박을 운영 중이다.

탄올을 연료로 사용했을 시 SOx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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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탄올 연료 주유 인프라는 메탄올 운송을 위해 선박에 싣는 선적 설비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이미 메탄올 수입 및 공급에 이용되고 있는 항만의 선적 설비들과 안내 절차들을 주유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00m3 규모의 메탄올 벙커링 시설 건설에 약 67억 원의 비용이 들며 이 금액은 LNG 설
비의 약 10분에 1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다. 다시 말해 메탄올 추진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비교적 저렴한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2. 기존 선박유(HFO)와 비교하였을 때 친환경 연료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상대적 비율

바이오 메탄올(Bio-methanol)
메탄올에 친환경 연료라도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메탄올
은 목재 폐기물, 잔디, 조류, 펄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매립지와 동물 폐기물로 생산이 가능하다. 네
덜란드의 BioMCN에서는 농작물에서 글리세린을 추출하여 메탄올로 전환, 바이오 메탄올을 생산하여 신재
생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역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탄소자원화 기술을 이용하여 메탄올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메탄올

사진 3. 본인의 저서「Beyond Oil and Gas: The Methanol Economy」에서 메탄올 경제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한 George Olah 노벨화학상 수상자

(Bio-methanol)은 메탄올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공정보다 이산화탄소를 25~40% 감소시킬 수 있고 폐기물
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탄소절감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유출 시 생분해가 되는 메탄올

친환경 선박의 시대, 대한민국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LNG 연료 추진선, 메탄올 연료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시대

선박 연료의 유출 시에 환경에 미치게 될 악영향 또한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를 준비하며 업계 1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주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에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어 해양 오염은 물론 인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으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밀려 그 움직임이 둔해진 것으로 보인다.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눈

이렇게 유출되면 해양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와는 달리 메탄올은 물에 생분해되어 용해되는 화학적 성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선박 기술은 물론 자국 항만에 벙커링, 연료 저장 시설을

질을 갖고있다. 선박 운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기기결함 또는 선박 사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료 유출 사

준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해운업의 세계적인 흐름이 친

고에도 메탄올은 해양에서 쉽게 생분해되므로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출된 메탄올은 바다에서 2~3

환경 선박으로 맞추어 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 안에 분해되어 해양 생물체에 유해를 가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메탄올 연료 추진선은 기존 선박보다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세계 규제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LNG나 CNG 같이 다른 대체 연료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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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링에 있어 유리한 메탄올

교하였을 때도 1) 저장과 운송이 편리하며 2) 기존 벙커링 시설에서 약간의 수정만 필요하므로 초기 인프라

자동차든 선박이던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원활한 연료 공급이

구축비용이 저렴하며 3) 다양한 친환경적 생산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다. 주위에서 자동차 주유소를 쉽게 볼 수 있듯이 선박을 위한 주유소는 벙커링(Bunkering System)이다. 벙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겹쳐지면서 대체 연료 또는 대체 원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역

커링은 선박에 연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존 선박유의 경우, 항구에 대형

사적으로 본다면 20세기는 ‘석유경제’ 이며 현 시점은 석유경제에서 포스트 석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벙커링 시설을 설치하여 선박들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메탄올은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또 다른 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당 기간 석유의 영향력은 유지되겠지만, 석유 자원의 한계 가 서서히 노출

료인 LNG와는 다르게 별다른 처리 없이 상온(25도씨) 에서 안정한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해양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석유의 뒤를 이을 자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GMO)와 벙커유(HFO)의 저장 및 벙커링 시스템에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즉시 사

점에서 메탄올은 향후의 성장 잠재력으로 볼 때 석유 자원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할 후보로 서 손색이

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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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Earth)와 잡스(Jobs) 팀

대학교 내 발생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발생원의 주체인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정해야할 필요성
을 느꼈다. 홍보와 권유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강한 동기성(매우 인간적인)을
가진 매체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1대 이상을 소유하는 스마트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설치하게 되는 스마트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창직

폰 어플리케이션 내에 ‘온실가스 저감 기능’을 넣어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전체 대학

- 김지원, 최서현, 최인진

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절차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직업을 도출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표 1 연구 절차 ]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절차

설명

방법

유망 분야 선정

기획재정부에서 정리한 녹색 분야 중
유먕 분야 선정

설문 조사

1차 유망 직업 창직

유망 분야 내 유망 직업 창직

조원 간 조사 및 토론

1차 전문가 피드백

창직 관련 피드백

전문가 미팅

2차 유망 직업 창직

유망 분야 내 유망 직업 창직 수정

조원 간 조사 및 토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신기후체제에 맞추어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국제적인 합의가 새롭게 도출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이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 협약 당사국으
로 참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파리협정 체결 이전에도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권은 당사국이 아님에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일자리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이 꽤 강력한 정부 과제로 올라섰다. 2007년 12월 녹색일자리
법(Green Jobs Act)을 제정하여 각 연방정부들이 매년 환경친화적인 분야에 약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직
업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더불어 유럽에서도 녹색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녹색
일자리 창출은 건축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독일은 건축물 개보수 프로그램으로 2014년까지 약 1,650억 유

본 팀은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

로를 투자해 약 2만5000명의 녹색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영국의 그린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25만 개의 신

했다. 이에 설문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응답 대상의 연령은 주로 20대이었다. 이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을 때 피고용인이 될 당사자들이다. 1개월 동안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추출했다.1)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월 이른 총선이 있었고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일치된 화

설문조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리한 녹색 분야2)인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산업·공간의 녹색화, 에너

두였다. 사실 도지사부터 대통령까지 선출직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 만큼 시급한 과제이

지 고효율화,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에너지원 분야마다 기후변화 해결 기여도, 진입장벽의 정도, 고용률 향

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 상승했으며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 유발 정도, 소득 재분배 효과 유발 정도에 대한 생각을 설문하였다.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에는 환경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여전히 새로운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 좁게는 여성일자리 창

보건, 녹색경영 컨설팅, 법률 서비스, 기타 녹색 공공행정 등이 있다.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에는 녹색국

출, 청년일자리 창출, 노년층 일자리 창출 그러나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토 분야, 친환경 제조 공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의 예시는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LED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대응과 녹색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기술 사업의 육성, 보급을 통

및 IT 기기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다.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에는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 평가, 수질

해 녹색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 친환경농업, 환경복원이 들어간다. 에너지원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융합, 수소 및 연료전지
의 생산·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본 팀은 ‘직업 혁신’에 주목하여, 기술직, 사무직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와 융합될 수 있는 직업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예술, 인문 등 인간과 관련된 업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접
목된다면, 인간의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유망 분야를 바탕으로 조원 간 조사 및 토론 과정을 거쳐 1차 유망 직업을 창직한
후,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을 통해 직업의 질적 측면, 양적 측면, 현실성, 파급력 등을 분석한
후 창직 내용을 수정, 발전시켜 최종 유망 직업을 창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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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활동보고서

선행연구
검토내용

연구 배경

② 에너지 분야 일자리 정책

①에너지 분야 종사자 현황

게 필요하다. 현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안전’과 ‘친환경’을 모토로 삼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살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검토하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

창출을 추진한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7월 2일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내 신재

분야 종사자만 싣도록 하겠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의하면 기업

생에너지 보급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3)

체수,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등에서 통계가 모두 증가했다. 기업의 수가 늘면 고용 인원이 늘어나기 마련
이다. 2014년 기업체수는 438개였는데 2015년에는 473개의 기업으로 늘었고 이는 전년보다 8.0% 증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위원회는 당초 6월에 발표 예정이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발표 시점을 8월로 연

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에 15,545명에서 2015년에 16,177명으로

기했다. 여기에서 한차례 더 미뤄져 9월이 됐다가 10월 연휴가 지난 시점에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4.1% 증가했다.

섣불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의 선두 산업으로 에너지 산업을 꼽았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 표 2 한국에너지공단, ‘2015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연도

기업체수
(개)

고용인원
(명)

매출액
(억원)

내수
(억원)

15,545

99,053

45,012

16,177

113,077

49,754

4.1%

14.2%

10.5%

겠다고 했다.
수출액(억원)

438
`14년

증감률

투자액
(억원)

21,823

8,704

22,579

7,965

3.5%

△ 8.5%

32,218

(447)주1)

($3,059백만)주2)

473
`15년

해외공장
(억원)

40,743

(493)주1)
8.0%

($3,601백만)주2)
26.5%

③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 대규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은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대학에는 에너지 분야와 연관된 학과가
별로 없다. 현재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만 에너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 기
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에너지 관련 전공자라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에너지 일자리
공급과 관련해 대학은 시장을, 시장은 대학을 거론하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17년 9월 6일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기술과 정보통신

주1

괄호안 숫자는 2개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중복이 포함된 단순합

기술 융합해 인재 양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오는 11월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결과

주2

수출액 달러환산 환율(평균 대원화 환율, 한국은행) : $1=1,053.22원(2014년), $1=1,131.49원(2015년)

는 지켜볼 일이다.4)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 관련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이밖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먼저 규제가 에너지 분야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 품목의 출하액 합계로, 부가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음

견해다. 산업이 확장돼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런데 국내의 에너지 세제가 복잡하다는 점과 건축물 옥상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원별 고용 인원을 살펴보자. 신재생에너지원을 분류할 때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

만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거나 자기 소유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높을 때 관리 사무소의 동

료전지, 지열, 수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로 나뉜다. 이 중 태양광의 고용인원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

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규제가 에너지 산업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어서 풍력, 폐기물이 다음 순서에 놓였다.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취업준비생, 청년 등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실제 피고용
인이 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표 3 한국에너지공단, ‘2015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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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수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합계

`14년
고용인원
비중(%)

8,239

283

2,424

562

504

-

81

1,441

2,011

15,545

53.0

1.8

15.6

3.6

3.2

-

0.5

9.3

12.9

100.0

`15년
고용인원
비중(%)

8,698

228

2,369

802

541

46

83

1,511

1,899

16,177

53.8

1.4

14.6

5.0

3.3

0.3

0.5

9.3

11.7

100.0

연구직

820

35

513

201

104

11

13

122

24

1,843

생산직

5,436

95

982

423

232

23

32

946

1,177

9,346

관리직

2,151

84

844

157

166

9

30

387

430

4,258

기타

291

14

30

21

39

3

8

56

268

730

증감률(%)

5.6

△19.4

△2.3

42.7

7.3

신규

2.5

4.9

△5.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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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 표 6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 설문 결과 ]

역할

담당

미국 및 중국 에너지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김지원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

국내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일자리 현황 조사

최서현

(%)

1

2

3

4

5

국내 에너지 정책 조사

최서현

기여도

0

11.7

24.7

46.8

16.9

유럽 및 오세아니아 에너지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최인진

진입장벽

0

5.2

16.9

54.5

23.4

에너지 기업 방문

김지원, 최인진

소득재분배 효과

3.9

23.4

36.4

29.9

6.5

설문 제작

김지원

고용률 향상

0

11.7

32.5

37.7

18.2

IT 분야 연구
IT 분야 관련 전문가 컨택
교육 플랫폼 연구
교육 기획 관련 전문가 컨택
경제 분야(SIB, DIB, EIB) 연구

김지원

최서현

최인진

[ 표 27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설문 결과 ]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

1

2

3

4

5

기여도

0

2.6

22.1

61

14.3

진입장벽

3.9

22.1

31.2

33.8

9.1

전문가 미팅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

5.2

24.7

39

27.3

3.9

예산 관리

최인진

고용률 향상

0

11.7

33.8

45.5

9.1

경제 분야 관련 전문가 컨택

[ 표 28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 설문 결과 ]

활동경과 및
내용

1. 설문 결과 소개
설문은 1~2단계로 진행됐고 총 7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1단계에서 다섯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고, 2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
(%)

1

2

3

4

5

9.1

31.2

42.9

14.3

기여도

2.6

단계로 넘어가 각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응답을 할 수 있었다. 1단계의 질문은 ‘다음 분야 중 어떤 분야가 기

진입장벽

1.3

3.9

15.6

46.8

32.5

후변화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나요?’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에너지원 분야가

소득재분배 효과

7.8

20.8

32.5

29.9

9.1

39%로 가장 높았고,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23.4%),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19.5%)가 뒤를 이었다.

고용률 향상

1.3

13

28.6

44.2

13

(그림 1 참고)
[ 표 29 환경보호 및 자원순화 분야 설문 결과 ]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
(%)

1

2

3

4

5

기여도

0

3.9

16.9

46.8

32.5

진입장벽

1.3

15.6

36.4

41.6

5.2

소득재분배 효과

2.6

26

36.4

27.3

7.8

고용률 향상

1.3

9.1

36.4

37.7

15.6

[ 표 30 에너지원 분야 설문 결과 ]
에너지원 분야

2단계에서는 분야별로 4가지의 질문을 제시했다. ‘이 직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예상하시나요?’(이하 기여도), ‘이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데 진입장벽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

(%)

1

2

3

4

5

기여도

1.3

3.9

22.1

50.6

22.1

진입장벽

0

2.6

15.6

33.8

48.1

소득재분배 효과

5.2

35.1

26

20.8

13

고용률 향상

3.9

10.4

32.5

31.2

22.1

요? 진입장벽이란 전문지식의 필요성 정도를 의미합니다.’(이하 진입장벽), ‘이 분야의 직업이 소득재분배 효

090

과를 얼마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이하 소득재분배 효과), ‘이 분야의 직업이 많이 창출되는

위의 설문 결과 중 첫 번째 질문인 분야 중 어떤 분야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것이 고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이하 고용률 향상)가 그것이다. 선택

고 예상되나요?’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앞서 에너지원 분야가 39%로 가장 높았고, 저탄소 경제활동지원 분야

항목은 1(매우 적다)~5(매우 크다)까지 다섯 개의 항목이 있었다. 아래에서 분야별 세부 설문 결과를 소개하

(23.4%),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19.5%)가 뒤를 잇는다고 소개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미 기존 산업에

겠다.

서 기술 연구 및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에너지원 분야를 제외하고 저탄소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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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와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③ 수산물생산량예측가
설문 결과에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는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 인

위의 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에너지원분야를 이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고 나타난 저탄소 경제

식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시장에서는 이 분야의 별다른 발전이 없어 보인다.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의 경우

활동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타 분야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

LED나 IT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의 경우

면 고용률 향상 효과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분야의 파급력, 시장성을 확인

전기차를 선두로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들이 발전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도 많

할 수 있었다. 관련 직업으로는 환경변호사, 환경 컨설턴트 등이 포함되며 위 직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는 주로 기후변화 예측, 온실가스 저감, 폐

녹색일자리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직업의 양 뿐만이 아니라 직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하

수 및 폐기물 관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활발한

고자 위 직업 분야의 조사를 바탕으로 나아가 저탄소 경제활동 지원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에

공급 및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연구직, 관리직 이외의 직업을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음으로 저탄소 경제활동 지원분야를 이어 높은 기여도를 보인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분야를 살펴보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분야임을 알

‘자원순환’ 분야 중 수자원에 주목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지만 수자원보다 농산물 자원에 더욱
주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수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과 더불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
야로 모두의 편익을 위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정의(justice) 측면에서도 미래세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온실가스는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이는 해양 생태계의 구조를 위협하는 동시에 해

대를 위해 관리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분야이기도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저탄소 경제활

양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식량자원에게도 타격을 준다.5) 따라서 수산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스템이

동 지원분야에 이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화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Deep Learning 기술로 그것이 가능하다. Deep Learning 기
술을 활용해 수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직업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직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고 있는
흐름과도 부합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3. 창직
본고는 위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의 직업을 창직
했다.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높았던 분야는 에너지원 분야이나, 에너지원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해결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창직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④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시민의식이 성장하여야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앞선 설문에서 설문참가자들은 모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직업 분야들의 진입 장벽을 높게 느꼈다.
그만큼 직업이 전문적인 것인 한편,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

① 1차 창직

제로 녹색산업 분야 중 고급기술 인력의 수요가 높지만, 그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들이 있다는 분

본고는 해외 사례 연구, 토론 및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환경변호사, 수산물생산량예측가, 기후변화 및 신

석이 나오기도 한다.6) 셋째,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더 높은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에너지컨설턴트의 다섯 가지 직업을 일차적으로

록 새로운 직업, 새로운 분야가 창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인 창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직이 이

창직하였다.

루어지려면 결국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따로 교과목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은 예산면, 인력면에서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턱없이

② 환경변호사
세계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여 2015 파리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모든 정부, 기업, 시

부족한 일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은 미래 세대는 물론이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하다.

민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를 방치하거나 가속
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 결정이 기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한 거

면 소송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결정이라면 소송이 이루어지기 쉽

대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MOOC)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하나의 환경교육

지 않다.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와 상관없이,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각종 행위에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인간 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행정직, 교육직, 연구직, 개발직 등 무수히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심에서 나아가 자연환경을 대변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환경변호사가 환경피해배상,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선 등 ‘인간 사이의 분쟁’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직업으로 확장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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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SIB,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⑧ 환경변호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중요한 기술이 사회적 금융에 의해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

본고의 조원들은 환경분쟁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로펌 ELPS의 주신영, 김주진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환

회적 금융'이란 재무적·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는

경변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우선, 두 변호사는 법조계의 보수적 성격을 꼬집었다. 법조계는 혁신의

것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와 더불어 저금리에 따른 사회

흐름에 뒤쳐진 업계라는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 사회문제, 분쟁들

적 금융의 기회비용 감소, 양극화·노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새롭게 떠오르기 시

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변호사가 할 일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일 뿐, 변호사가 사회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작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크라우드 펀딩(Crowd

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비주류에서 벗어나 막 주류가 되기 시작하는 지금, 자연

funding) 등이 있다.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되어 그 시장이 이미 확장된 상

환경을 대변하는 환경변호사가 사회에 정착하기는 힘들 것이다.

태지만 사회성과연계채권인 SIB는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서
울시에서 시행된 SIB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며 경기도에서 새로운 SIB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심지
어 SIB를 환경문제 해결에 도입한 EIB(Envrionmental impact bond)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하나밖에 알
려지지 않았다. 혁신적인 금융조달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활용된 사례가 없
어 앞으로 다양한 EIB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⑨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박주미 대리와 어썸스쿨 이지섭 대표를 만나 조언
을 구했다. 박주미 대리는 작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신바람에너지스쿨 사업을 담당했다. 이지섭 대표는 기업
가 정신 프로그램을 고안해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들을 교육 분야 전문가로 선정한 이유는 ‘교육
기획’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⑥ 에너지컨설턴트
에너지 컨설턴트는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직업이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박주미 대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Positioning'과 ’Targeting'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게 중요하

고 여겼다.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은 에너지 컨설팅이 꽤 이뤄졌다. 각 구청에서 컨설턴트가 집으로 방문해

다고 봤다. 목표 대상을 세분화해서 설정하고 그들의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그밖에 ‘신재생에너

컨설팅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다. 에너지 컨설팅을

지 관련 분야 창직’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의견도 받았다. 그는 “창직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부

받은 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가게를 ‘착한가게’로 선정하는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사업이었다. 한국

가가치를 얹음으로써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을

기후·환경네트워크도 가정, 학교, 상가, 병원, 은행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위주로 조사”하길 권했다.

하고 있었다.
이지섭 대표 역시 ‘Positioning'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육 분야에서 입지 설정과 목표 대상이 설정돼야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에너지 컨설팅을 많이 활용하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에너

한다고 봤다.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이 좋아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

지 컨설턴트 모집공고는 에너지 진단 컨설팅 교육 ‘1회’와 실습 ‘1회’만 이수하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적이라고 여겼다. 당시 조언을 구할 때 명확한 목표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평생 교육, 누구에게나 열린 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 컨설턴트로 등록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컨설팅 활동을 단지

육‘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삼았다. 두 전문가를 만나서 'Positioning'과 ’Targeting'에 관한 조언을 듣고 그 범

교육 2회 이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도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

위를 검토하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다. 미국은 이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정 에너지 컨설팅이 이뤄진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한국에 비
해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는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과 연결된 디
지털 패널을 주택 벽면에 부착한다. 이 패널에는 태양광 정보가 가정 내 전기 사용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입력
되는데 이 정보가 회사로 보내지고, 컨설턴트가 그 패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⑩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SIB,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한국의 최초 SIB사업 기획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를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팬임
팩트코리아는 현재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 또한 맡고 있기에 SIB와 관련하여 이를 EIB

한국에서는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가정으로 도입되기 전이라는 점과 에너지 컨설팅이 체계화되지 않

로 발전 시켰을 때 어떤 직업적 창출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와 더불어 운영구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

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 컨설턴트의 질적인 측면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에서 전국

고자 하였다. 현재 유일한 EIB사례인 수질개선 모델에 대한 논의, 한국에서의 EIB사업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

최초로 전력수요관리사 10명을 뽑았다. 이들은 서울 에너지공사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한다. 일회

루어졌다. 또한 EIB모델을 DIB(개발성과연계채권)형태로 변형하여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성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비전문적인 에너지 컨설턴트가 아닌 동작구에서 선발한 전력수요관리사와 같은 전

방향도 생각해보고자 했다.

문적인 에너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의하면, EIB를 통해서 어떠한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EIB모델이 개발
된다면 사업과 동시에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따라서 EIB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
⑦ 1차 창직 전문가 견해
8월 한 달 동안 총 다섯 개의 전문가 집단과의 미팅을 진행하였다. 환경소송 분야의 ELPS법률사무소, 팬
임팩트코리아, 한국에너지공단 신바람스쿨, 사회적기업 어썸스쿨이다.

라의 환경문제 중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화제성과 심각성을 지닌 사례를 찾아 EIB 모델로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SIB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 정부의 소극적인 일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생
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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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2차 창직

[ 그림 61 MOOC 플랫폼 기반 교육 서비스 제공 모형 ]

1차 창직 때 제시했던 환경변호사와 에너지 컨설턴트는 2차 창직에서 제외했다. 환경변호사는 법률 업
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에너지 컨설턴트는 동작구에서 가정
에너지 컨설턴트가 나온 만큼 사례를 참고해 자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이에 2차 창직에
서는 수산물생산량예측가와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 EIB 모델 개발만 다루도록 한다.

2. 수산물생산량예측가
수산물 생산량은 농산물 생산량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데,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계절별, 위치별, 높이
별 등 시공간적으로 번식하는 종류와 개체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1년을 주기로 관찰해서 예측하
면 되지만, 수산물은 동해·서해·남해를 따로 관찰하여야 하며, 서식하는 높이도 모두 다르므로 높이별로
따로 관찰하여야 하고 어류의 종별로 서식하는 계절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종마다 알맞은 기간에 정밀
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Machine Learning과 Deep Learning은 그동안 쌓인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
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지칭하는 데이터는 거시적인 연도별 데이터가 아니라 계절별, 단기간별 데

아래의 표는 MOOC 플랫폼 기반 교육 서비스 활용의 예시이다. MOOC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이터를 의미하며 심지어 시간별 데이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예측 시스템과 달리 좁은 공간별로

교육이다.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험, 인증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Deep Learning 기술은 시공간적 제약 탓에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그 뒤 관련 분야의 고용연계기관과 연계해 특채로 입사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직업의 폭도 아래의 표에 제시했다. 이들에게는 사업 투자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입사 시 가산점
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Deep Learning을 이용한 식량 예측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IBM은 Deep Learning을 도입하여 날씨를 정
확하게 측정해내 지진을 예측했으며, 미국해양대기청(NOAA)와 함께 옥수수와 콩의 재배량을 정확하게 예측

분류

해내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이전 연도들의 풍흉의 여부와 그때의 조건들을 가려낸 뒤 해당 년도의 날씨
와 땅의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고용연계기관

직업 창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유네스코, 한국환경공단 등

- 분야별 전문 강사
- 자원순환 분야 투자자
- 사업가

SK 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 평가 지표 개발자
- 사업가
- 경영 컨설턴트

S-OIL,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 사업가
- 에너지컨설턴트
- 태양광 재활용업자

대학

강사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

친환경 농업 전략 이해
환경복원 전략 투자

Deep Learning을 이용해 수산물 생산량도 정확히 예측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온도·바람·파도
변화, 날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엘니뇨, 라니냐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 농산물 생산량

지속가능한 발전
EIB

기업 에너지 투자 전략

예측과 달리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즉,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심해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감지해야 한다.

녹색경영 컨설팅

여기에는 드론 기술이 융합될 수 있다. 수산물생산량예측가는 자원순환 분야에 IT 업종을 유인하여 수요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증폭시키는 한편 기존의 어업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에너지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컨설팅
태양광에너지 사업 운영

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

역사

환경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 분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게 느낀다. 다섯
분야 중 네 분야(저탄소경제 활동지원, 산업·공간의 녹색화, 에너지 고효율화,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서

3. 환경성과연계채권(EIB) 모델 개발

선택 항목 ‘4(높다)’ 항목이 가장 높았다. 적게는 33.8% 많게는 54.5%의 응답자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에너
지원 분야에서는 선택 항목 ‘5(매우 높다)’가 48.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사람들이 진입장벽을 높게 느낀다
는 건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높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과 직결된다.

EIB의 기본이 되는 SIB는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을 주축으로 사업수행기관, 그리고 수혜집단, 정
부로 운영구조를 나눌 수 있다. 이때 사업수행기관과 수혜집단, 정부는 기존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서도 포
함되어 있는 집단이지만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은 SIB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집단이다. EIB 모델이

2차 창직을 할 때는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입지·목표설정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했다. 연구자들이 고

하나 만들어진다면 1차적으로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안한 MOOC 플랫폼은 국가 기관이 운영한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MOOC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된 교육을 실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평기기관에 초점을 둔 일자리 창출보다는 환경문제를 해결

시하고 협약을 맺은 고용 연계 기관(공기업, 사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대상은 에너지 분야에 취

할 수 있는 EIB모델 개발이 선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은 이어지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을 희망하는 성인이다. 여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 포함되는 건 물론 에너지 분야 진입을 희망

작게는 지역별로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EIB 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하는 이직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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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4대강 복원사업이다. 현 정부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결론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높은 청년 실업률에 주목하면서, 에너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됐다. 탈

다. 이는 민간 투자자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이기에 그

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 종사자가 증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단지 성과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추세다. 본고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요에 따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의 직업을 창출하려 했
다. 설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결과를 분석해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직업이 창출될 수 있을지 제시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마을은 한때 광산업이 주 산업이었지만 현재 대부
분 폐광산이 됐다. 그 결과, 마을에서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다. 폐광촌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시
마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화석 연료의 에너지원이 되는 석탄을 생

창직은 크게 IT, 교육, 경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창직 결과 환경변호사, 수산물생산량예측가, 기후

산 하는 곳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환한다면, 이 자체로 신기후체제를 맞는 우리 사회에 큰 상징이 되는 전

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직업,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직업, 에너지 컨

환이 될 수 있다. 이때 폐광촌 도시 재생사업을 에너지 자립마을로의 전환사업으로 수행한다면 EIB 사업이

설턴트가 나왔다. 이후 전문가 견해를 듣고 2차 창직을 했다. 2차 창직으로 IT분야에서는 수산물생산량예측
가를 제시했고,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과 환경성과연계채권(EIB) 모

될 수 있다.

델을 제안해 관련 직업 창출의 범위를 넓혔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본
고는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직업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시장이 협소한 만큼 새로운 금융기법을 적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면 EIB를
7)

DIB 형식으로 전환하여 개발도상국의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검증된 사회
적 금융 기반 모델을 활용할 경우 국제기금은 물론 임팩트 투자기관으로부터의 재원조달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

일자리 창출은 역대 모든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본고에서 역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고 연구를
시작했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그리고 설문을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 분야를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모델 혹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명명하거나 규정하지 아니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혹

연구 활용방안

연구 활용방안은 크게 정부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위의 직업 또는 위와

은 한 번도 거론 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는 본 고의 연구에서는 도출 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연

유사한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일자리

관 분석 모형 등을 통하여 제시한 녹색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효과로

들이 창출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와 재정지원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고용률

는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기존의 녹색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

향상을 달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간접효과 혹은 파급효과 또한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경우 본고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본고를 작성한 이후에도 위의 세 직업을 창
출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수산물생산량예측가가 우리나라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eep

마지막으로 위의 창직 분야에 있어서 법적 과제, 관계 이익집단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었지만 각
계의 전문가를 만나 최대한 현실성 있는 직업 분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Learning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Deep Learning이 최근에 부상한 새
로운 분야임에 따라 대학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Deep Learning 기술은 선진국 수준
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Deep Learning이 IT 분야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대학에 Deep Learning 교육을 건의해볼 예정이다.
EIB와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플랫폼은 직접 실행해볼 것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
법(폐특법) 시효는 2025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폐광촌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노력 역시 줄어들 것이다. 폐
광촌 내 EIB 시행은 폐특법 시효 종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
너지 교육 플랫폼은 사업으로 전환시켜볼 계획이다. 환경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과 교육 단계 및 수
준을 세우는 데 착수하여, 신기후체제에 대해 비전공자 및 취업 준비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을 모델링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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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여러 환경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지금 단순히 구호를 외치며 ‘전등
을 끕시다’ ‘수도꼭지를 잠급시다’와 같이 일방통행적 에너지 소비 감소 강요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했
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강요가 아닌 협의하에 보다 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할 수 있을지
고심하다 에너지 컨설팅 창직을 떠올렸습니다.

1

설문지는 첨부된 링크와 같다 : https://goo.gl/forms/oqIJEgcmP5dLvBev1

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분야는 에너지원 분야,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 산업·공간의 녹색화 분야, 환경보호·자
원순환 분야, 저탄소경제 활동지원 분야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외,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2009.)

3

‘2015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는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최신 자료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 2017년 11월경 발표 예정이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싣도록 하겠다.

4

‘교육’분야에서 언급할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시작했고 이들의 업무 협약은
9월에 공개됐다는 걸 참고해야 한다.

5

‘주세종, 『기후변화의 남해역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평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을 박수진 외,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에서 재인용.

위 사진은 2017년 현재 개업상태인 카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중 기타로 표시된 자영업 카페는 약 1
만3천개입니다. 접근성이 쉬워 홍보효과도 높다고 판단하여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수도, 가스, 전기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변환이 쉬운 전기에너지를 주 목표로 잡았습니다.
컨설팅의 예시로 태양광 3kW 용량을 설치했을 때 한 달간 생성되는 전력의 양은 약 286kWh입니
다.(3kW x 30일 x 3.18시간(계절에 따라 2.8~3.7시간) = 286kWh) 만약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700kWh인

6

‘녹색성장과 유망직업, <미디어 참여와 혁신>, 2011/01/06,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6629( 2017/08/19)

경우,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약 41%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은 기술력이 점점 증

7

‘DIB(Development impact bond)로 개발성과연계채권이라 불린다. 민간의 투자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공사업 또는 공
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 또는 국제자선 기구 등이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이다.

공인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돕는 컨설팅 직업의 발전을 통해 전체적 에너지 낭비 감소와 사업주, 다양한

가하는 추세이고 대상이 수요가 큰 사업장이 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
시민들의 에너지 의식을 높이고, 직종을 가지게 될 예비 전공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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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문헌조사
서울 에너지 설계사 장점:
‘서울 에너지 설계사’를 필두로 직업의 발전 가능성, 장애 그리고 향후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에너

이러한 서울에너지설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일반인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사용 실태

지 소비 현황과 기술 그리고 직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 할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를 진단하고 절약방안을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 사례 연구

서울 에너지 설계사 단점과 한계: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며 1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종료

에너지 소비 컨설팅의 실현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커피 전문점 1개소를 섭외하여 컨설팅

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종료 후 설계사들의

을 직접 실행해 보고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07명 중 4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
여와 안정성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아 청년층의 지원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홍보
기후변화를 주제로 오마이뉴스, 브런치 기사를 작성, 기재하여 일반인들에게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이해를 도왔습니다.

노하은	팀 대표, 발표, 홈페이지 구성, 디자인 업무, 인식조사 용 인터뷰지 및 설문지 작성

역할 분담
이현진	팀 회계, 기업 컨택, 오마이뉴스•브런치 에 뉴스 기고

인식조사

김보미	팀 서기, 선행자료조사 및 연구, 에너지 제품 선정, 인식조사 홍보

대상자가 될 커피전문점(소상공인), 일반인 그리고 직업에 종사 할 전공자를 중심으로 전반적 에너지 소
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에너지 절약방법, 에너지 소비컨설팅에 대한 견해를 물어 현실적 가능성을 가늠해 보
았습니다.

활동경과 및
내용

본론에 앞서, 저희 팀이 선택한 에너지 소비컨설팅의 직종 이름은 “Energy Bridger”입니다. 이하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Energy Bridger”라 표현하였습니다.

활동경과

선행연구
검토내용

서울 에너지 설계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에너지 사용 현장을 방문해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 실
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절감요인을 발굴하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는 에너지 진단 및 절약과 요금경감 방안 컨설팅, 에너지 낭비 실태조사 및 절약 캠페인, 전기사
용 패턴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 선택 컨설팅 등
근로조건: 계약직 3월~11월(기본 9개월, 최대 21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10:00~18:00 (휴게시간 60분)이
다.
임금수준: 세전 170만원

서울 에너지 설계사 이용방법:
이렇게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선정되면 서울시 소재 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컨설팅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데 1차로 에너지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2차 에너지절약 컨설팅 진행 후
3차로 작년대비 하절기 전기 절감량이 5% 이상인 가게를 선정하여 착한가게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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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및 발전

현재 “정부보급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접속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주제: 환경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인(개인 및 회사)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에너지 소비 컨설팅
제공. 기존 에너지 관련 종사자의 직무 재설계를 통해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자의 참여도 가능하게 함
- 피드백: (직무 서비스 대상자의 구체화) 일반인의 범위가 너무 넓고 실행 가능성이 적으니 대상을
상업으로 한정(해당 직업의 가치•고용안정성•임금 상승의 가능성) 현존했던 ‘에너지 설계사’의 단점과
파악 및 발전
- 최종주제: 소상공인대상 에너지 소비 컨설팅 창직 및 직무재구성과 전공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

문헌조사
서울시 커피전문점 현황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5,184개(프랜차이즈, 자영업 통합)입니다. 그 중 지난
15년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은 707곳에서 1만 3100곳으로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른바 ‘커피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간 국민 1인당 평균 341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년도 298잔보다 14.4%(43잔)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불어 2000년부터 연평균 9%씩
성장한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5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13100여 개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4%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21만2000명으로 떨어져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청년층 취업절벽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숙박, 음식점 등의 매출하락이

한국은 지난 5년간, 총22조여원,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데다, 폭염·폭우에 따른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 둔화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이 2007년 대비 3,500여명에서 1만6,000여명으로 4.6배 증가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4%(2017년 8월 기준)인 상황 속에서 인턴 혹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30.7%(2015년

신재생에너지 기업 수는 470여개로, 총 매출 규모는 11조원에 이릅니다. 향후 신정부의 공약대로

기준)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할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연간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 사례 연구
(2017. 5. 23) 태양광사업자들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통해 형성된 적립금과 중부발전의 매칭그랜트
기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신재생 에너지복지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사는 협약 첫 해인

① 컨설팅 사례 연구

올해는 중점추진 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 발전소 주변지역의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생활복지시설에

Energy Bridger의 실현 가능성 확인과 직무구성을 위해 커피 전문점을 섭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의

태양광 발전설비(9kW 이내) 무상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20만원(월 1500kWh

목표는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제적, 환경적 운영을 지향하고 종사자들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주택용 저압 소비시설 기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에 대한 인식 재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금전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 사업 및 정책
새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임기 내에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안 역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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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과정 ]

3) 2차 미팅 및 제품 선택
: 1차 미팅 기반 에너지 절약 제품 추천 카탈로그 제공
체인점의 특성상 제품 변경 및 시공행위 불가로 간단한 전력 생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와 카페 실내 온도조절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격 온도계 임의 제품 선정 후 카탈로그
제작 및 제공하였습니다.

1) 컨설팅 대상지 섭외

제품 소대 카다로그 : 제품 선택

컨설팅 대상은 “빽다방 목동역점”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카페로 컨설팅 대상에

커피전문점 실내 온도 측정에 용의하기 위한 온도계, 60W 태양광 발전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 섭외하였습니다.
4) 제품 설치 및 모니터링
2) 1차 미팅 및 현장조사
: 1차 미팅(인터뷰) 결과
-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전기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운영상의 이유로 다른 업소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편
- 작은 커피전문점의 에너지 절약이 기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지 않음
- 에너지 컨설팅에 참가하고 싶으나 프랜차이즈, 세입자 문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움
- 지속적으로 에어컨을 이용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이며 온도체크에 문제를 겪고 있어 낭비되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함

5) 3차 미팅
- 충전기로 이용하였음
- 컨설팅의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에너지 의식을 가진 곳이라면 신청하고 싶어 할 것 같음
- 본인은 제품을 일체 지원받아 했지만 가격대가 높아진다면 참여에 고민이 될 듯
- 컨설팅 관련 자료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검색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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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조회수 2017년 10월 11일 기준) (기사는 별첨)

도메인: https://haeunnoh123.wixsite.com/ebridge
Energy Bridger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소상공인 및 일반인의 “에너지 컨설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제목

조회수

가상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환경 문제

한국인 2명 중 1명 “환경문제 심각해”

1,112

환경 정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잘 나온 정책 ‘잘 알자’

230

환경문제를 대하는 공공의 노력

환경? 어디서 하면 되는데?

199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와 에브릿지 주제 소개

에너지를 잘 쓰기위한 방법들

71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중요성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소개 해 주어 인식 개선 및 교육 그리고 컨설팅의
홍보 효과를 꾀하였습니다.

제품 사용 후기 인터뷰
컨설팅
EBridge의 주제인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의 방법과 사례 소개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소비 컨설팅의
이해를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시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전보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온도계를 자주 확인하여 테이블과 부엌의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었으며 태양광 발전기로 생산된 전기를 손
님들이 핸드폰을 충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국 전력공사 전기에너지 계산기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기에 부담을 느끼는 혹은 본인 사업장의 전기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싶은

인식조사

사람들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습니다.
Energy Bridger 소개
유동인구가 많으며 흔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기존의 에너지 소비 컨설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교육 그리고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공자의 실전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가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참여요건: 에너지, 건축, 전기, 기계, 환경, 응용공학 관련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or 사업관련 건축, 기계설비, 전기,
환경, 에너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or 에너지, 환경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근로조건: 계약직
임금수준: 약 120만원~180만원(제품 수수료)

‘에너지 소비 컨설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과 현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커피 전문점),
일반인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커피전문점 대상 인터뷰
커피전문점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소비 컨설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소비에 대한 이해,
및 에너지 절약 의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인터뷰 참가 서울시내 커피 전문점: 7곳)
월 전기요금: 소형 커피 전문점은 평균적으로 약 15만 원(일 유동인구 40~60명) 선 중형 커피 전문점(일
유동인구 300명)은 약 50만 원의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인터뷰로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은
평균적으로 30~4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부분: 항상 사용하지 않지만, 전기 소비량이 큰(기계, 믹서기, 제빙기) 등의 제품이

홍보

108

필요시에만 가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에어컨의 과다 냉방이 쏜 꼽혔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뉴스를 통해 EBridge의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소개하고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절약 노력: 7곳 중 5곳에서 전기 코드 뽑기, 멀티탭 이용하기, 에어컨 온도 조절하기 등의 간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관심도가 적은 일반계층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브런치에 총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는 항상 켜 놔야 하는 전기제품들이 많고 손님이 많을 경우

4가지 주제로 뉴스를 기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혼잡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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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컨설팅 참여 의사: 7곳의 점포 모두 취지는 이해하나 금전적인 부담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전기 절약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② 일반인 및 전공자 대상 인식조사
(일반인 설문참가자: 56명)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컨설팅”에 대한 호응도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인식조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소비에 대한 이해, ‘서울 에너지 설계사’ 그리고 ‘Energy Bridger’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Energy Bridger” 구성안
연결을 의미하는 bridge,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er을 결합하여 Energy Bridger, 즉 에너지
소비에 있어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를 연결하여 혁신적인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의미합니다.

(전공자 설문참가자: 24명)
직업 대상자인 환경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컨설팅”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1. 비즈니스 모델 기대안

기후변화와 에너지소비에 대한 이해, ‘서울 에너지 설계사’ 그리고 ‘Energy Bridger’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문헌조사 및 실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 에너지 설계사’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구성 한
“Energy Bridger”의 비즈니스 모델 기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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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량의 생산의 관점이며 조명, 온도의 유동적 조절 그리고 효율 높은 전기제품의 이용을 권장하여 전체적
인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일반인의 70%, 전공자의 61%가 직업으로의 Energy Bridger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
습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 설계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43%, 직업으로써의 Energy Bridger를 긍정적으
로 보는 비율은 61%로 18%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전
문헌조사 결과,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
니다. 정부 차원의 탄소감축 목표로 ‘원전 하나 줄이기’, 대기업의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 예고,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의 문제에 해결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 단점으로 언급되었던 임금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치가 상승 될수록 전문직으로
서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정부 및 기업차원의 보조와 기술 소개 수수료로 해결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가치제안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환경보호 참여를 높입니다. 또한, 환경공
학 혹은 관련 대학생 졸업자 및 청년층이 직종에 종사 하여 청년 취업난 해결과 전문가로의 성
장을 돕습니다.

청년 취업과 전문가 양성과정
인식조사 결과, 높은 비율의 전공자들이 전공연계 직종을 원하고 있으며 전공자들은 해당직무를 통해 2년
간 에너지 관련 실무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전문직 발전 가능성

핵심자원 및
핵심활동

에너지 기술, 정부 차원의 보조정책과 전공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컨설팅을 진행합
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홍보와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
하며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회성 및 다 회성으로 방문 및 컨
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관리를 시행합니다.

고객, 고객관계 및
채널

주 고객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역 커피 전문점 커뮤니티, 오마이뉴
스, 홈페이지 및 SNS등을 이용하여 고객관리 및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유지시킵니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활용방안

전공자 교육의 장
Energy Bridger을 기회로 청년 전공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을 통한 전반적 에너지 소비 및 기술

핵심파트너

비용

수익

정부(서울시) 및 공익단체로부터의 재원 지원과 에너지 기술 업체로부터의 기술 및 제품 그리
고 대학교로부터의 전공자 지원입니다.

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전문가로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nergy Bridger의 교육 및 직종의 유지관리 비용,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이후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소상공인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전체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며 수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시각적 효

컨설팅 비용과 에너지 제품 및 기술 중개 수수료 그리고 정부 및 회사 지원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발전
과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업소 확대
본 과제에서는 커피전문점으로 한정하였으나 음식점, 옷가게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소로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무 지속가능성
기업 CSR 분야
직종의 효과
컨설팅의 예시로 하루 생산하는 양이 400W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한 달간 생성되는 전력의 양은

에너지 절약은 공익성을 띄는 분야입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CSR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
너지라는 공익과 연계 될 경우 Energy Bridger의 범위가 확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8kWh입니다 인식.(400W x 30일 x 3.18시간(계절에 따라 2.8~3.7시간) = 38160W) 만약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700kWh인 경우,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약 5.4%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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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소비 컨설팅”의 직무 구축과 실존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사업의 현황과 실제 컨설팅 연구를 통한 직무의 구성 그리고 인식조사를 통해 직무의 구

부록

(오마이뉴스 기고내용)

체성 그리고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커피 전문점의 증가에 따른 높은 에너지 사용량은 기후변화에 대한인식이 높아져 가는 현

한국인 2명

중 1명… ‘환경문제 심각해’

상황에서 에너지 컨설팅의 필요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청년 취업 문제의
돌파구로서 Energy Bridger는 직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커피전문점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방안

뉴스는 매일 떠들썩 하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그 사이 어디쯤에 환경이라는 이상하고 어색한

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스며들어 있다. 정부는 환경문제를 앞세워 여러 정책을 펼치고 접기를 반복하고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여러 의견들을 쏟아낸다. 이 정책은 어디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이 어쩌고 몇 년
후가 저쩌고… 하지만 아직 열에 셋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너무 덥고 추우면 너무 추운 날씨, 봄과 가을이 수명을 다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겨우겨우 실감

연구의 한계

대형 에너지 컨설팅 업체와의 인터뷰 및 방문이 무산됨에 따라 전문 컨설팅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한다. 환경문제는 좁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넓게는 가습기, 생리대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 사

연수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 경력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및 정부차원의 유기적 협력

실 이렇게 구구절절 쓰고 있는 필자도 환경이 다루는 범위에 가끔 놀랄 때가 있다.

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인차원에서의 해

이쯤 되면 모두들 생각한다.

결방안이 없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시급하구나.”
하지만 그 뿐이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기 코드 뽑기, 손수건 애용하기, 환경을 생각
하는 기업 제품 애용하기 정도다. 물론 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환경 문제의 이슈화, 기술의 발달보다 더 시급한 것은 환경문제를 체감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참고문헌

-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215729G

이 시리즈는 앞으로 환경문제를 왜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다룰

- 오스터왈더. (2010).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타임비즈.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12/story_n_17980620.html- fhttp://www.mediatoday.co.kr/?m
od=news&act=articleView&idxno=131214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2위 ‘미세먼지, 원전사고 위험 등 환경, 에너지 위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6/2015061602176.html?Dep0=twitter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2월 “2016년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설문조사 결과

- http://www.hankookilbo.com/v/ef718e3a988c4c60ab37d92121acde8e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http://www.lgblog.co.kr/lg-story/lg-product/61058
- 경제신문 디지털 타임스 기사 (2017. 9. 13)
- 통계청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해결이 가장 시급
한 사회문제 중 2위가 ‘미세먼지, 원전 사고

- 서울시청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55%) 라고 밝혔

- 2016 커피전문점 주소록

다. 1위는 ‘소득불평등’(78%) 였다.

- 전기신문 기사 ‘중부발전-에너지재단, 신재생 에너지복지사업 공동추진’
- 서울시에너지설계사 페이스북 페이지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향후 20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가능
성이 큰 사회문제에는 ‘미세먼지, 원전 사고
위험 등 환경·에너지 위기’(73%)를 1위로 뽑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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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에너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가장

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할 것이라고 하며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18㎍/㎥)까지 개선

중요한 것에는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대책에 대해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책들이 빠른 시

정에 시민의 참여’가 61%, ‘정부의 적절한 규

일 안에 이행되리라 기대한다고 얘기하며 다만 단기 고농도 대책을 구체화하고 비관리연소와 소형

제’가 55%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실태파악과 관리 강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세 측정과 배출자료의 신뢰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토크콘서트나 포럼 등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들 참여할 수 있다.
보통 사전 신청을 하거나 현장 신청을 하면 된다. 전시회, 미술관, 박물관에 가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

을 가지고 방문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정책 과제, 온실가스, 4대강 문제 등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 조사 대상은 학계와 시민 사회 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2016년 12월부
터 2017년 2월까지 조사하였다.

환경? 어디서

하면 되는데?

해당 보고서는 시민환경연구소(http://ecoinstitute.re.kr/)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들이 있다. 우리가 쉽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많은 이들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쯤 되면 포털 사이트 첫 화

접할 수 있는 NGO 단체는 유네스코 (UNESCO ; www.unesco.or.kr) , 유니세프 (unicef ; www.

면에 환경 카테고리 하나쯤은 생겨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시리즈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

unicef.or.kr ),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 ) 등이 있다. 언급한 단체들 이외에도 크고 작

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알게 모르게 터지는 환경 문제들을

은 NGO기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풀어나가고 있다.

흘려 듣지 말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오늘은 서울시민이 알았으면 하는 단체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재단(www.greenfund.org)

잘 나온 정책 ‘잘

알자’

환경재단은 다른 운동단체나 기관들과는 다르게 ‘문화적인 접근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
해 알리고 독려하는 단체를 만들자’ 는 취지에서 200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

개인적으로 환경문제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포럼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이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와 닿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를 위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간이므로 특히 대학생들에게 추천한다. 해당문

환경재단이 추진했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제에 가장 최신 정보와 전문가의 소견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어떠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든
간에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은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환경영화제]
아직 접하기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는 주제를 영화라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환

이 글은 올해 여름에 개최된 포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재단은 2004년부터 매해 여름 서울의 중심지에서 <서울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 2018년 15회 개
최를 앞둔 서울환경영화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이자 아시아 최고의 환경영화제, 국내

2017 시민환경포럼 개최…지금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 지가 가장 중요해

유일의 환경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안산환경영화제>, <서대문구환경영화제>

지난 5월 서울시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시민환경포럼이 개최되었다.

등 지역 순회 영화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주제는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였다.

서울 환경영화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

포럼은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홍영표 국회 환

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원 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환경영화제는 매해 영화제 자원활동가인 ‘그린티어’를 모집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의 한국어로 의

프로그램은 발표와 논평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력정책, 미세먼지 줄이기 로

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특히나 대학생 분들은 한번쯤 도전해 열정

드맵, 화학물질, 4대강 복원 등 많은 주제로 이루어졌다.

가득한 5월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지난 10년에 대해 위험의 일상화, 정책 부조화와 정보 독점주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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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규제완화와 개발정책의 가속화, 국민 삶의 질 저하, 기후악당·최하위 대기 질 국가로의 전락 등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

이 주요 문제로 부상한 시기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문제

환경재단은 2012년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시아 지역에 건강한 자연에너지 태양광 전등 1

들을 문재인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꼬집었

만개를 지원하는 <아시아 태양관 전등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

다. 이날 유승직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 관은 최근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

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아시아 8개국 1만 가구에 호흡기 질환과 연료비 걱정 없는 친환경 자연

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초 대책보다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계획상 미세먼지 목표(20㎍/㎥)를 21년

에너지 태양광 전등을 지원하였다. 2015년 6월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와 전기보급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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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쿨나지역 케주리아 비나파니 공립 초등학교((Khejuria Binapani

후변화에 대한 학습과 현장견학활동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인식 및 역량 강

Government School)에 태양광을 이용한 솔라스쿨이 완공되었다. 솔라스쿨은 학교에 태양광 고용량

화였다.

패널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전등을 배분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휴 전력으로 마

이 프로그램의 주제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기술,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을 환경 교육 및 소등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 유망 사례 연구 및 창직 프로젝트가 속해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새
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직업의 직무를 재설계 하는 것이다.

[왜 에너지 변환은 외국에 더 집중하는 것일까?]

이에 팀 에브릿지(EBridge)가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소비 컨설팅 창직 및 직무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다 보니 의문점이 생겼다. 왜 태양광 같은 에너지 지원을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집중하는

참여하였다.

것일까? 분명 우리나라도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하고 지금이야 말로 에너지 변환을 시도해야 할 때

흔하게 생활에 녹아있는 에너지 소비를 상품화의 핵심으로 끌어올려 좀 더 나은 소비를 장려하고자

인데 말이다. 궁금한 것은 참기 힘드니 직접 물어봤다.

하는 것이다.

“국내는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복지단체와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라 하여도 외

서비스 대상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환경학, 환경공학 등을 전공으로 한 예비 전문가

부 단체가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 더 어려운 국가에 집중하는 거죠.”

들이 직무대상자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돕는 컨설팅 직업의 발전을 통해

- 최유정 환경재단 그린사회공헌센터 PD

전체적 에너지 낭비 감소와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에너지 의식을 높이
고, 직종을 가지게 되는 예비 전공자들에게 신 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

이미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변환의 기회가 가까이에 있다. 단지 편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현재에서

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벗어나고 있지 않을 뿐.
당장의 편안함보다 내일, 내년,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한 지금을 감당할 수 있
당장의 편안함보다 내일, 내년,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한 지금을 감당할 수 있

지 않을까? 이 것은 사회가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아주

지 않을까? 그저 물을 잘 잠그고 쓰지 않는 전기코드를 뽑는 것에서 나아가 더 고차원적인 환경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가 더 많이 터져야 할 것이다.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

사고방식을 모두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이 바뀌어야 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키고 몇 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론티어에 참가한 에브릿지의 목표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가 더 많이 터져야 할 것이다.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몇 개의 문제를 줄여보고자 하
는 것이 이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이제 다음 편에서 그 막을 내려보고자 한다.

에너지를 잘 쓰기 위한 방법들
에너지가 돈만큼의 가치가 되면 어떨까?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과 에너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에너지 고갈의 시대이다. 2차, 3차 혁명을 지나 우린 4차 혁명을 맞이하고 더 나은 기술을 받
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뒤를 돌아보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우
리가 걸어온 길은 수 많은 화석에너지의 잔해만 남아있을 뿐이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예고 되었던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당장에 날씨만 봐도 느끼지 않는가.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 바람이 분다. 현실을 직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나은 정책을 기다려야 할까? 나라가 알아서 해줄 테니 나 하나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보다 현실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온다. 송전 효율에 따라 다르지만 송전 되면서 열로 발산되는 에너
지가 많기 때문에 발전된 전기는 보낸 양 그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만약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발
전이 된다면 어떨까? 누구나 한번쯤 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5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7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론티어를 모집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모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에너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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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Energy 팀

한국전력에서 AMI 구축계획을 2020년까지 약 2,194만호(100%)를 보급하려 했으나, 한국형 PLC 칩의
특허소송 및 불량(기술문제)으로 인해 2013년에 중단되었다. 이후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가 2016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원래 계획이었던 1,055만호(48%)의 한참 못 미치는 55만호(약3%)에 머물러 있으므로 애초에
계획이었던 2020년까지 AMI의 보급을 완료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AMI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 배정우, 이종호, 윤현덕, 이성현, 조영서

에너지와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파리 기후협약 등 에너지 산업에 환경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몸소 겪으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에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전공자로써 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AMI(원격검침 인
프라)의 활성화방안을 활동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AMI를 활용하면 피크전력시프트로 불필요한 예비력을 낮춰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가동하지 않아도 된
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여 분산
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원 믹스를 구성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다.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연구방법

1. 자료조사
스마트 그리드와 AMI는 방대한 개념이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기 이전에 정확한 개념숙지는
필수적이었다. 개념을 숙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대출하였고 전기신문, 한전홈페이지 등 인터
넷을 이용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인터뷰
책과 인터넷에서 습득한 자료는 어느 정도 개념 숙지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 내용은 주관적일 수 있다. 그
래서 우리는 산·학·연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가
질 수 있는 애로사항, 불만사항 다른 분야에서 희망하는 사항들을 인터뷰 하였다.

3. 설문조사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경우 2013년을 끝으로 마감하였고 현재 AMI 관련하여 실증 예정단지는
있으나 진행하는 장소는 없다. 학생신분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상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수요반응을 예측해 보기로 하였다.

<출처 : 해외 AMI 비즈니스 모델 및 소비자 서비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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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활동 사진>
4.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상품 개발
AMI만을 보급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AMI와 다른 요소 (태양광, 가전기기) 등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
으로 보급한다. AMI와 DR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태양광과 가전기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문지 양식>

선행연구
검토내용

1.
건설경제신문에서 발표한 'AMI보급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표>의 내용은 시장가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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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저압고객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
황이다.
15분 단위
5분 단위
적시 수신율(해외형) 적시 수신율(국내형)

순위

컨소시엄

1

KT

79%

2

LG전자

86.50%

가구 수

통신 방식

89.50%

549

WCDMA(3G)
와이브로 ROMA

80.80%

400

인터넷
(유선 이더넷) 지그비

3

SKT

76.40%

55.00%

549

WCDMA(3G) 저속
PLC(외산) 지그비 인터넷

4

한국전력

60.90%

12.50%

456

고속PLC
(젤라인) 지그비

6. 현재 전력망과 스마트그리드의 비교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의 에너지 생산/소비 간 불균형으로 인한 낮은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ICT를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양방향 실시간으로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력
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 배출 절감 및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비전력 보유로 인해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급자, 그리고 에너지 사용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모두 충족
된다.

<4개 컨소시엄의 수신율>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전기차 대여 서비스 시작, 세계 최대 규모의 제주
도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구축 등 스마트그리드 선도국답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무섭게 확장해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AMI(첨단검침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비한 편이다. 스마
트 그리드의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신율은 최소 98％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의 표
는 앞으로 많은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2012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그리드가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고 사이버보안 위협, 신기술 거부감등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BM의 조사에 따르면 10,000명의 응답자중 60%이상이 스마트 그리드 또는 스마트 미
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7. 산업 및 경제적 기대효과
- 스마트미터 및 관련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수용가 인터페이스 수단

4. KEMRI 전력경제 16년 19호

으로서 국내·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요 창출 기대
- 에너지 효율향상 측면에서 에너지 저감을 위한 소비자 DR 시스템과 연동하여 디지털 가전기기의 개발

AMI 기반의 소비자 서비스 사례와 유틸리티 편익 분석
1. 서비스 사례 ① : 에너지 컨설팅
2. 서비스 사례 ②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및 상세화된 고지서 제공 등 현재 AMI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을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DR를 어떻게 활용하고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및 보급 활성화 예상
- 또한 북미 시장의 전력기반 시스템 교체 및 에너지 시스템 지능화 요구에 따라, 북미 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 확보
-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환경 개선
·향후 전력소비 효율화를 통해 첨두부하 감축과 함께 시장참여를 통한 수용가의 에너지 절감을 자원으
로 활용

5.

·전력소비 효율화를 통하여 2020년 이후 15%의 피크부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전
력에너지 절감량은 2020년 예상 전력판매량 478,555GWh의 5%인 23,927GWh를 절감하여, CO2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다수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및 연구과제 실증을 수행하였다.

환산배출량은 5,145.6천 Toe/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이를 통해 지중구간 및 농어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3∼30㎒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광대역 PLC의 적용
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그 중 특히 지중선로에서는 3∼30㎒ 대역의 신호 감쇄가 매우 높았다. 이 대역을
사용하는 광대역 PLC 기술을 지중선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론이다. 하지
만 이 지중선로 저압고객이 저압 고객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도심지 개발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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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과 및
내용

1. 한전 측 자료
- AMI 보급의 필요성
스마트그리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전 스마트그리드, 송전 스마트그리드, 판매 스마트그리드로 나
뉘어져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판매 스마트그리드 위주로 발달되어있다. 판매 스마트그리드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MI가 필수적이다. AMI를 설
치하면 전력량을 빅데이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I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지역
을 알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는 사업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 검침원의 일자리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해고 계획이 전혀 없다. 하지만 현재 인원에서 더 이상 뽑지 않고 퇴직하면서 인원
이 감축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검침원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1,800만대의 스마트미터 보급을 위해 연간 7천명의 인력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AMI 시스템 구

축을 위한 생산, 시험, 시설공사,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인 인력고용 효과 창출 기대

2. 교수 인터뷰(신기술 교육원)
AMI보급을 하게 되면 전력망에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운영효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창출

·연간 90만대의 SUN용 통신기기 생산 시 400여명 인력고용 발생

되지만 반대로 사이버 보안위협은 증가하게 된다. 사이버 보안위협의 기술적 증가요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연간 500명의 현장 유지보수 인력 필요

의 보급으로 인한 전력망 연결 접점 증가와 실시간 양방향 통신으로 인한 스마트그리드 기기 공격, 양방향

·약 5년간 5천명의 시설공사 인력고용 발생

통신 프로토콜 공격 가능성 존재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적 증가요인으로는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 특성상 사

- 기술적 기대효과

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므로, 상대국 및 테러집단에 의한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AMI보급

·AMI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세계적인 CO2 절감정책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스마트그리드 구
축의 핵심 인프라

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은 ‘부하 차단에 따른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 계약이 효과적일 것입
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AMI 개발을 통해 스마트미터의 원천기술 개발, 양방향 DR 기기의 지능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변동요
금제 개발,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창출 및 해외 수출형 서비스 모델 개발의 기

3.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뷰

반 확보

2013년에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당시에는 통신 기술에서는 PLC와 무선 모두 전파간섭과

·소비자 DR 기기 측면에서 가정용 가전 기기의 지능화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수용가에 설치되는

도달 거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 제주도는 해안선 주변에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있는데 전파는 물의 영향을

PCT, IHD와 냉난방, 펌프 등의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등 DR을 위한 시스템이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

많이 받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에 적용되는 통신

데이터를 생성 및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 예상

기술은 완성되어있다. 한국전력에서도 연구원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저 전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변동요금제의 테스트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변동요금제

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 수도, 가스등 모든 부분에서 AMI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라 결국 무선을 통

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전력소비 효율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

해 AMI를 시행해야 한다. 무선은 유선보다 안전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또, PLC 수신율이 떨어지는 지역

서비스의 창출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예상

에서는 무선이 유리하다. 물론 단점은 무선은 유선보다 간섭에 약하다. 주변에서 간섭이 일어나면 정확한 수

- 스마트그리드 AMI기술동향 보고서(지능형전력망협회 2012.9)

신이 불가능하다. 무선의 보안문제 대책으로는 상호인증기술이 있지만 기기들의 기술력이 높아야하므로 가
격이 높아진다. 현재 기술은 충분하지만 비용문제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활성화 시키는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이크로 그리드‘를 실현하여 소지역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력이 남는 집과 부족한 집 사이의 소통을 하여 불필요한 발전을 줄이고 전

역할 분담

배정우	대표, 공문요청, 스마트그리드과 교수님 인터뷰, 한전 전북지역본부 인터뷰

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이크로그리드이다.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소규모 단위
로 전력을 사고 팔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윤현덕

문서처리, 대외협력 보조,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뷰
4. 설문조사 결과

이종호

발표, 촬영, 스마트그리드과 교수님 인터뷰, 한전 전북지역본부 인터뷰

100명의 표본(남:32 여:68)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그리드와 AMI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했고, 스마트그리드만 들어 본 사람은 19%였다 이중 1%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기사, 뉴스를 통해 이름

이성현

대외협력, 발표 보조, 스마트그리드과 교수님 인터뷰, 한전 전북지역본부 인터뷰

만 들어본 정도. 피크전력 시프트에 동참할지 여부는 80%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20%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굳이 시프트 시키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이미 싸다고 생각했다.

조영서

회계, 대외협력 보조,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뷰

두 번째,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는 이유였다. 또한 전기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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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 실증단지 운영 당시 전기요금 체계

을 감축 할 수 있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사업부 인터뷰 제주 실증사업 당시, 실시간 요금제를 바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 AMI 보급의 단점

요금은 기존 요금제를 적용하되, 수요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간 요금을 적용하였을 때 요금도 같이 알려

인력 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전환되면 검침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기타 대체업무 부여를 통해서 감

주어, 기존요금제도 보다 실시간요금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 금액이 더 낮은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소폭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한다.

- AMI가 잘 사용되지 않은 이유
13년 국산 KS 광대역 PLC 통신방식 특허권 문제가 있어 사업이 다소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계획대로 진
행되고 있다.

6. 한전 인터뷰
- AMI 보급의 필요성
1차적으로는 사람이 검침하기 힘든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분야, 송·배전분야 판매 분야 등 세분화 되어있다. 그 중, 우리나라는 계량 값을 측정하는 분야가 많
이 발달되어 있다. 계량 값을 측정하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인데 그 역할
을 해주는 것이 AMI이다. AMI의 다양한 활용 방안 전력량은 빅데이터로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내가 상가
를 입점하려 할 때, 그 지역의 전력 사용량이 적다면 입점을 꺼려할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이야기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우리는 산·학·연 세 곳의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들은 공통된 AMI보급
에 대해 각자의 이해에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남은 과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
델을 제시하여 보급을 활성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일단 AMI 보급이 되

는 유동인구가 적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면 소비자가 인프라에 구축에 100%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기존의 좋은 전기품질과 값싼 전기요

한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예

금으로 소비자들은 현재의 전력시장에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해져있다.(누진제는 다른 이야기이다.) 그렇다

를 들어 독거노인의 경우, TV시청에 따른 전력사용량이 많은데 위급한 경우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

면 소비자들이 ‘인프라가 갖추어 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야 할까’에 우리는 UEC(UNESCO

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석하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LECTRICITY COMMUNITY)를 제안한다. 결국 소비자는 기존의 잘 갖추어진 전력시장에서 움직여야할 동력

- AMI 보급의 한계

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DR시장으로의 참여를 유도해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경제적 부분이다. 인력 검침비용이 싸고 통신망 구축비용은 비싸다. 한 가구를 검침하는데 인력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로 탈원전, 탈석탄이 에너지 분야의 이슈가 되는 지금 신재생

검침의 경우 약 500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통신망을 구축할 때 DCU는 대당 100만원을 호가하는데 200

에너지의 이미지는 매우 좋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설비를 가지고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가구 정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UEC의 관한 그림이다

된다. 두 번째, 한국형 PLC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같은 거리, 같은 데이
터를 전송하였을 때, 외국 제품의 경우 통신 상태가 양호하지만 한국형 PLC의 경우 통신이 되지 않는 경
우가 존재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전 측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AMI보급에 의한 일자리 문제
우선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해고를 우려 하고 있다. 하
지만 한전 측은 해고 계획이 전혀 없고 AMI 보급에 따른 필요한 분야에 배치 될 것이다. 다만 검침원의
경우 새로 증원되는 인력이 없을 예정이다. 여기서 일자리가 감축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는데 AMI 보급에 따른 여러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한전의 입장
한전의 경우 네 가지 분야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첫 번째,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경우 국가 경쟁력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산업체 입장이다. 산업체의 경우 주기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내야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고객의 입장이다. 고객의 경우 전력량 감축을 통한 전기요금 감소 및 누진제 구간 별 경고를
통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의 경우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정전시간 단축을 통한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7. 한전 AMI 총괄부 인터뷰
- AMI 보급의 필요성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 정보뿐만 아니라 누진단계가 변경 되었을 경우나 목표 사용량을 초과 했을 경우 알
람 정보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웃 간의 전기 사용량 비교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하게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에너지는 발전소의 가동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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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는 기존 DR 계약은 공장 혹은 회사와 같은 큰 단체에 계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정용 고객들은 커

2. 자료의 부족

뮤니티로 묶어 단체의 크기로 확장시킨 후, DR계약을 맺는 개념이다. 이때, 계약을 맺은 커뮤니티는 한전에

사기업과의 컨택이 부족했고, 이에 수반되어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다.

서 태양광 발전기, ESS를 제공하고 TOU 요금 제고를 책정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수요
반응 유도를 통한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기 및 ESS의 설치비용을 갚아나가고 차후 모든 비용을 상환하면

3. 사업의 진척상황

개인의 순이익으로 얻어질 수 있다. 각 커뮤니티에 설치된 ESS 및 가전기기에는 ICT를 통하여 최적의 전력

사업이 아직 실증단계가 아니어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가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신뢰성을 얻기 힘들었다.)

사용유도 및 정전 복구능력 향상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국책사업의 대규모사업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학생으로서 제안 할 수 있는 폭이 적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했다.

연구 활용방안

우리 팀의 연구주제는 국정조사과제이다. 현시점에서 AMI를 활성화시키는 지자체가 있는 방면 아직은
AMI 활성화에 비중을 두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도 스마트그리드와 분
산전원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 팀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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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길 원한다면 우리의 연구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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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MI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구는 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총 3가지의 방안으로 실
행하였다. 기본적으로 탐구에 필요한 개념적인 요소인 스마트그리드 및 AMI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 제주 실증사업 효과(한국전력)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선행조사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자료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되고 있거나 과거의 종료 됐던 프로젝트의 몇몇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심
층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교수, 전자통신 연구원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요청하였
고,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전자통신 연구원과 스마트그리드 교수의 인터뷰를 통하여 AMI
보급의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 됐다고 판단하였다. 문제점은 더딘 보급과 경제적 측면에서
의 이익창출이 미미한 점이 주요 문제였는데, 보급을 증대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스마트그리드 및 AMI등 전력감축을 위한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으나, 전력감축
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TV광고, 책자배포 및 대대적인 홍보
를 통하여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파악
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 가장 이슈
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UEC(UNESCO ELECTRICITY COMMUNITY)’
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경제적인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력관리 및 전력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개발로 4차 산업에 중심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한국전력이
소유하는 식으로 AMI를 보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AMI을 통하여 피크전력 시프트를 통한 잉여 발전력의 감소
와 국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전력을 절약하는 방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감
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의 한계

1. 전문성 및 이해도 부족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
해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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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co Spread Spirit) 팀

수요 및 미래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력발
전소가 지속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추
후에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전략

따라서 팀 <ESS>는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는 것

- 이범석, 오수빈, 정영진, 주승연

과 동시에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최소한으로 생산하
게 해 대기 오염을 막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동시
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연
구해보았다.
그림 2. 상위 10개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 연구 목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1. 연구 배경
팀 <ESS>는 실제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설치를 설치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는

효과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ESS의 설치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사업을 제안하였다. 더

각각 210%, 190%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방출량은 200% 증가했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의한 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ESS 연계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석연료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

에 대한 모델분석을 통해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전략을 제안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RPS

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의무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

팀 <ESS>는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설치하는 것은 3차례의 기후변화 프런티어 발대식과 워크숍 그리고
전문가님의 피드백을 통해 견학하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ESS와 태
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을 조사했다.
2. ESS 설치 업체와 전화문의와 이메일 질의를 통해 현재 시판 가능한 ESS와 설치요건들을 파악했다.
3. ESS 설치 선행조건에 부합하는 전기 다소비 사업장인 빌딩형 공장 ‘태화 산업’을 사업 제안 사업장으
로 선정했다.
4. 여러 논문 및 학술 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ESS를 설치한 경우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사
업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림 1. 실제 사용 전력과 적용 피크 전력의 격차

5. 전기 다소비 사업장인 빌딩형 공장 ‘태화 산업’에 컨택하여 ESS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와 사업을 제안
하였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문제는 위의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 때에

6.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맞춰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밤에 생산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전기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
려지는 전기는 에너지 낭비이며, 전기를 만들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그림 2는 우리나라의 상위 10개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절반이 화
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 기후 평화 협약에 따라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의 전력

선행연구
검토내용

1. ESS (Energy Storage System)
1) ESS 개념
ESS는 Energy Storage System 의 약자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
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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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자되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으며, ESS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하여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1) 수용가 중심형 ESS 보급정책
전력피크 경감을 위해 공장 및 건물 등에서 미리 저장 된 전력을 피크시간에 사용토록 ESS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12～`15년) 산업체, 대학 대상으로 약 55MWh의 ESS를 보급하였다.

2) ES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가. 해외 사례

(2) 주파수 조정용 ESS 보급 정책
ESS 보급 정책 송전 사업자(한전)의 주파수 조정(FR, Frequency Regulation) 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하

세계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글로벌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저장 시장이 확대되어, `23년 기준

여 한전의 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총 6,250억원을 투자 해 500MW(15분 충전시간 가정

41.5조원 규모 전망되고 있다. 보급용량으로는 `23년 55,919MWh 저장용량이 보급될 전망(‘14년 대비

시 125MWh)를 보급할 예정이다.

30배 증가)이며, 송배전 계통 27.2%(11.3조원), 발전 분야 15.6%(6.5조원), 수용가분야 57.2%(23.7조원)
의 점유율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신재생 연계형 ESS 보급 정책

이와 같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사업자 ESS 설치 의무화 시행,

신재생 발전소에 ESS를 연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도록 신재생에너지 관련제도

공공기관 및 대형전력회사 중심, 의무화제도, 세제혜택, 차별적 요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

개정함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15년 최초 시행한 풍력 분야에 대해 6개 발전 단지에 총 98.6MWh 가 설치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건 이후, 가정용 비상전원을 위한 ESS 보급을 위주로 정책적 추진이 이루어져 보

었으며, 16년 태양광 연계형에 대해서도 RPS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을, EU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ESS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으로 대
형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에너지자립섬형 ESS 보급 정책
신재생에너지+ESS가 결합된 친환경에너지원 구축 및 운영, 섬 지역의 디젤발전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

나. 국내 사례

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15년까지 지정된 6개 도서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설치예정이다.

우리나라의 ESS 보급정책은 아직은 초기 산업단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초기 수요를 견인하여, 우리
나라 기업이 조기에 ESS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4개 분야에 대한 정부

3) ESS 요금 할인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 4. 에너지저장시스템 적용 전력요금 및 할인요금
1. 단위: 일
예를 들어 산업용 전력 요금제를(경부하 충전 56.1원/kW)를 사용하는 공장 A의 경우, 경부하시간대에
ESS 900kWh를 충전하면 기존 일일 5,000원이 할인돼 연간 1,830,000원가량 충전 요금이 절감됐으나 변경
후에는 일일 25,000원을 할인 받아 연간 913만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3.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별 기술 수준
2. 단위: 월
위의 자료를 보면 국내 다수의 스마트 그리드 ESS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나, 대부분 사업 개시 1~2년 수

산업용 전력 요금제(기본요금 8,320원/kW)를 사용하는 공장 A의 경우,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

준으로 향후 최소 2~3년간의 검증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SDI, LG화학 등이 참여하는 리튬 2

용하면 종전에는 월평균 250만원씩 할인 받아 연간 3,000만원 가량 기본요금이 절감됐으나 개선 후에는 매

차전지의 경우 단기적으로 상용화 시키고 있으며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조기

월 7,500,000원씩 연간 9,000만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술이 국내에 없어 기술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직 ESS는 도입 초기 부분이며 상용화가 덜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와 비교해보면 국가 마다 주력하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3. 단위
ESS 요금 할인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매년 약 9,913만원의 전기요금
을 절감할 수 있다.(제도 변경 전 약 3,183만원에서 6,73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피크 저감용 ESS
1MWh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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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S 제도

2. ESS를 설치한 사업장 조사

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

1) LG화학 익산공장

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
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RPS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 운영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에게는 RPS제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2년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은 64.7%에 머물렀으며 특히 의무공급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6개 발전사
에 부과된 과징금이 253억원에 달해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림 7.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의 모습
LG화학 익산공장은 단일 산업용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ESS가 설치되어있다. 2013년 12월에 ESS 설비

역할 분담

이범석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회계

구축을 착공해 14년 6월에 완공한 후 7월부 정식으로 ESS를 가동했다고 한다. 이 공장은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 사업장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비하는 전력량이 매우 크다.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공급되는 값

주승연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도면 정리

싼 심야 전기를 ESS에 충전했다가 대낮 피크 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시
간당 3kW의 전력 소비하는 1,000가구가 7시간동안 사용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며

오수빈	경제성 분석, ESS 태양광 관련 정부 혜택 정리

약 9억원의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
2) LS산전 청주공장

정영진	기업 컨택, 보고서 작성

LS산전 청주 공장은 스마트 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저장장치 (ESS), 스마트 계량기
(AMI)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 공장이다. 국내 공장 최초의 MW급 태양광 연계 ESS
발전소이며 낮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낮에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밤에 수요처에 공급한다. 생

활동경과 내용
및 제안사항

1. 전국 공장 현황 및 전기 과소비 공장 조사

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60%이상 향상시키고, 연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산업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
고 있다.

3. 태양광 발전 연계 ESS 사업 제안 공장 선정
ESS의 상용화는 비싼 가격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선행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공간의 확보이다. 사업장에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박스 1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한데 기존 건물 면적에 설치하기에는 그 공
간이 마땅치 않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는 햇빛을 잘 받을만한 옥상의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
그림 5. 우리나라 공장 현황

그림 6. 산업 분류별 전력 사용 현황

로 우리는 옥상과 지하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제조업 공장인 ‘태화 산업’의 사업장을 사업 제안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태화 산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에 위치한 스티커 제조업 공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185,000개의 공장들이 가동 중에 있다.(17년 통계청 기준) 각 업종별로 차트로 정리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기계, 장비, 자동차 분야가 20.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9.5%로
금속, 비금속 가공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전자, 전기가 14.8%, 식료품, 섬유 분야가 12.7%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산업 분류별 전력 사용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전기 사용 비중이 가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한 달간 총 전력 사용량은 21,701,803MWh이며, 평균적으로 1kWh 당 117
원의 돈을 내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공장에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사업을 제안
해보기로 하였다.
그림 8. 옥상면적 중 ESS와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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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방문 및 ESS 인식 설문조사
2) 사업장의 총 전기 사용량

그림 12. 공장의 조감도
① 형광등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커피머신 = 444.9kW(사용시간 12h/ 냉장고 24h 기준)
② 컴퓨터 480대 + 프린트 + 복합기 =400W × 480 × 12 = 2,310kW
③ 냉난방 (1등급 기준) = 4.6kW × 112 × 8 = 4,121.3kW
→ 1일 전기 사용량 = 6876.2kW/1일
→ 1달 전기 사용 요금 = (7170 + 71.9 × 6876.2kW)/1kW =4,116,000원/30일

그림 9.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그림 10. 태화 산업 컨택

해당 공장의 전기 사용 패턴과 전기 사용량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기후변화의 심각
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부담스럽고, ESS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3) 태양광 발전기와 ESS 설치 비용
① 계약전력 = 500kW
② 태양광 설치 비용 =
PV 가격 800,000원(400W/1대) × 200대 = 160,000,000원
③ 태양광 발전량 =
400W / 200대 (10A.M.-4P.M. 총 6시간 가동 가정)
④ ESS 설치 비용 = 70,000,000원(100kWh 기준)
→ 총 투자 비용 = ② + ④ = 230,000,000원

5. 사업제안서 작성 및 사업 제안
해당 공장의 사업자가 ESS를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지 연
구하기 위해 조사된 실제 공장의 전기 사용요금과 전력 사용 유형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손익 분기점 계산
(1) 정부의 태양광 ESS설치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① 태양광 : 자가소비량 × 평균 판매단가(150원)*50%
② 태양광ESS에 대한 인센티브 :

5-1. 손익분기점 계산

신재생에너지할인금액 × 추가인센티브 적용률
③ ESS :평균 수요전력감축량 =
(해당월 평월 최대부하시간대 방전량합-최대부하시간대 충전량합)/평일수 × 3시간

1) 사업장의 세부 사항

(2) 할인금액

층수 → 지하3층+지상6층

① 태양광 : 14,400kWh × 150원(평균 판매단가) × 50% =1,080,000원

138

층수

각 층의 특성

층의 면적

지상 1-6층

사무실, 공장

510m2(160평)

지하 1-3층

공장

1000m2(300평)

옥상정원

태양광 발전기 설치

510.3m2(1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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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센티브 : 720,000원 * 50% = 360,000원
③ ESS : 최대부하시간대 방전만 했을 경우
(100kWh/3h) × 7,170원(기본요금) = 239,000원
→ 총 할인 금액 = ① + ② + ③ = 1,680,000원/1달 = 20,160,000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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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ESS 방전모드
5) 결론
① 고정비: 설치비
② 변동비: 유지비
③ 수익: 정부지원금, 한전 전기 판매이익

그림 11. 계통한계가격 결정 방법
그림 13. 판매량에 따른 총매출
⇒ ESS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손익분기점에 이르려면 약 10년이 걸림.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력을 충전한 ESS는 방전시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차이가 난다. LNG
가 한계발전기로 가동 중인 발전시간에 ESS가 방전할 경우 단위 전력량 당 LNG의 단위배출량에 해당하는

손익분기점 결과, 10년이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태화 산업’의 사업자에게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석탄이 한계발전기로 가동 중인 발전시간에 ESS가 방전할 경우에는 단위 전력량 당

자세히 설명하여 사업을 제안해보았다. 사업을 제안해본 결과 개인 사업자에게 10년이라는 원금 회수기간은

LNG의 단위배출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차이를 이

길고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공동 사업자가 나눠서 부담하

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LNG와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0.4049 ton of CO₂/

는 방식이라면 사업을 시작할 만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MWh, 0.8903 ton of CO₂/MWh이다. 따라서 석탄이 한계발전기인 시점을 ESS의 방전시점으로 설정하게 되
면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이 되는 것이다.

6.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 제안
7. 실제 정책을 반영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 분석
팀 <ESS>는 더 나아가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
을 제안하고자 한다.

팀 <ESS>는 도출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에 대해 사례연구를 시행함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
라, 산업육성효과 및 RPS 의무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발전원별 SMP 결정횟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각 발전기별로 단위전력량 당 원가가 저렴한 순서로 급전 지시를 받는다. 실시간 전

1) 분석모델

력시장의 수요에 따라 발전을 하는데,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가동된 발전기중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를

본 사례연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각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2015년 한계 발전원 결

한계발전기라고 하며 한계발전기의 원가가 해당시간대의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이라

정통계를 참고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3MW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율 등 효과적인 분석을

한다. 최근 5년간 한계발전기의 연료원별 현황(SMP 결정횟수)은 다음 표와 같다. 표를 통해 발전단가가 비싼

위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모델이다.

LNG가 주로 계통한계가격인 SMP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온실가스 배출계수(tCO₂/MWh) : LNG(0.4049) < 중유(0.7578) < 유연탄(0.8903)
나. ‘30년까지 태양광 설치용량 : 15,030MW
다. 3MW 발전소 비율 : 10.9%
라. 한계 발전원 : 2015년 국내 전력시장의 8,760시간대별 한계

발전원 분석자료

마. 충방전율 : 연간 성능저하 없이 90% 일괄적용
바. RPS 가중치 : 5.0(‘17년 태양광가중치)
2) 분석결과
1년 기간 중 LNG가 아닌 석탄, 유류가 SMP를 결정하는 시간은 862시간으로 하루 평균 2.36시간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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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즉, 2.36시간동안 발전량을 이동할 수 있는 ESS 설비용량이 필요하며 충·방전비율 고려 시 2.62

도출된 전략을 통해 약 2.15조원의 시장이 창출되며, 약 8,6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용량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즉, 현재 정책방향 고려 시 4,296MWh의 ESS의

ESS 기술개발 전략과 부품소재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장시스템 산업은 부품 소재 등 후방산업에 기회가 큰 산업이므로 강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
리 창출 및 원천기술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온실가스 감축량 = ESS 방전전력량

3. RPS 공급 의무량의 52.0% 의무 이행

× ∑(석탄발전기의 SMP결정시간)

2016년 기준으로, ‘16년 RPS 공급 의무량의 약 52.0%를 감당할 수 있으며, 2016년 의무공급비율이

× (온실가스 배출계수석탄 -온실가스 배출계수LNG)

3.5%임을 감안할 때 ’30년에는 약 18.2%를 감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

= 575,000 ton of CO₂/년

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RPS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LNG를 가동 중일 때 저장한 태양광 전력을 각각 석탄과 유류가 발전할 시간에 이동하여 방전할 경우 방
전전력량은 3,866MWh로 분석되었다. 이를 각각의 발전시간으로 배분하고 온실가스 감축계수 적용결과 연
간 575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며 현대 소나타 기준으로 연간 25만대의 감축효과가 있다.

결론

지난 4월 UN에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저감 계

나. ESS 산업 육성효과

획을 공식적으로 서명한 바 있으며, 에너지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ESS 설치필요계획용량(4,296MWh)에 대해 2030년까지의 평균 설치예상단가(MWh당 5억원) 적용 시 약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느낀 팀 <ESS>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연계

2.15조원의 시장이 창출된다. 또한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의 고용유발계수(4.0명/10억원)를 기준으로 분석
해보면 약 8,6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ESS 보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팀은 문헌조사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연계하였을 때 온실가스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파악하고 전기수요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기와 ESS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고

다. RPS 의무이행 효과

민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설치 선행조건을 고려하여 ESS와 태양광 발전기의 연계 설

2016년 기준으로, RPS 의무공급량 15,084,497MWh중에서 태양광 발전 에너지로 연간 7,840,200MWh

치를 제안하기 위해 실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선정 대상인 빌딩형 공장 ‘태화 산업’에 컨택하여 ESS에 대

가 공급 가능하다. 따라서 RPS 공급 의무량의 약 52.0%를 감당할 수 있으며, 2016년 의무공급비율이 3.5%

한 인식 설문조사 및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사업을 제안해본 결과 개인 사

임을 감안할 때, 2030년에는 약 18.2%를 감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자에게 10년이라는 원금 회수기간은 길고 부담이 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크라우드 펀딩 방식’
의 공동 사업자가 자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을 시작할 만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후 ESS
와 태양광 발전기를 연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던 중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 제안하였다.

연구 활용방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23년까지 2014년 설치용량의 약 30배가 증가한 55.9GWh의

도출된 전략은 LNG(0.4tCO₂/MWh)와 석탄(0.9tCO₂/MWh)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를 이용한 것인데,

보급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ESS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 내

ESS의 방전시점을 LNG가 한계발전기인 시점이 아닌 석탄이 한계발전기인 시점으로 설정하게 되면 LNG와

설치실적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주파수 조정용(FR)과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만큼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비하기 위한 부하이동용 중심으로 ESS를 보급하여 왔다.

도출된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ESS 산업 육성 효

하지만 주파수 조정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화력발전소 정격용량의 약 5% 범위에서 설치효용이 발생하는

과와 RPS 의무 이행 효과가 있다. 첫째로, 연간 57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으며 현대 소나타 기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화력발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의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

준으로 연간 250,000대의 감축효과가 있다. 둘째로, ESS 산업 육성 효과가 있다. 2030년 기준으로 약 2.15

으며, 여유로운 예비력 확보정책에 따라 부하이동용에 대해서도 보급필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로 새로운

조원의 시장이 창출되며, 약 8,6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로, ‘16년 RPS 공급 의무량의 약

방식의 보급 확대 대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2.0%를 감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가져

따라서 팀 <ESS>가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ESS 방전모드는 유망한 신규보급대상은 간헐적 출력의

올 수 있는 전략이다.

약점은 있으나, 신기후체제 대응과 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인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설치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자원 빈국으로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안정화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투입시기 조절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

안보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는 중요한 전기화

감 효과와 ESS 산업 육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 분야 중 하나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하는 기술이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우리나라 특성상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

1. 연간 575천 톤의 온실가스 저감

고 있다. 그러므로 팀 <ESS>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도출된 전략을 통해 연간 575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 이는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감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전략을 제시한다.

축량의 약 0.18%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저감해야 할 온실가스 목표치에 더욱 다가
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2. 약 2.15조원의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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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자료공개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총 전력구입비용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치 못하였는데 이
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발전원가가 높은 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유

ING 팀

류, 석탄의 발전량이 감소함에 따라 SMP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구입전력비용의 상승을 유도하
는 측면은 ESS 방전모드 사용 전략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 저감 비용과 전력구입 비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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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ESS 산업진흥회, ESS 개념, http://www.keida.org
5.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태양광 연계 ESS 시스템, http://www.ksga.org
6. 한국전력거래소, REC 거래, www.kpx.or.kr
7. 에너지뉴비즈, 에너지저장시스템 현황
8.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자동차의 CO₂ 배출량, http://bpm.kemco.or.kr
9. 김대곤,임철수,차준석,성미애,서정현,김은정,김상균 , 「미래 저탄소사회 생활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 2014
10. 이원구, "온실가스감축효과를 고려한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전략에 대한 연구“, 에너
지공학, 2016.6, 94p-100p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
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 추세에 더불어 대학생의 힘으로 실천 가능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폐타이어를 업사이클 하고자 하였는데, 폐타이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은
폐타이어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1. 한태환, 안기봉, "ESS 산업 동향과 기술 발전 동향“, 전기설비학회지, 8p-12p
12. 김래균, 정무구, 문승일, “경제성 DR 시장을 고려한 산업용 수용가 ESS 입찰전략”, 2015년도 대한전기
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213p-214p
13. 홍인관, “해외의 대용량 ESS 기술 및 실증사례”, 전기의 세계 제 63권 제 11호, 2014, 19p-24p
14. 홍종석, 강병욱, “에너지저장장치 수용가별 운영사례 연구”, 전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
문집, 2015. 7, 607p-608p
15. 이성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수요 관리 효과분석 및 시장조성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14-23호 5p~8p, 23p~28p, 76p~93p
16. KEMRI 전력경제 REVIEW,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년 제17호, 2016.06.27., 1p~17p
17.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4-39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5p~12p
18. 정윤이, 정한주, 정연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배터리의 운전조건에 다른 성능 저하 및 태양광 연계형
ESS 모니터링”, 우석대학교, 2014.3.25., 1p~4p
19. EMNERGY FOCUS,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2권 제2호 통권56호, 2015년, 86p~104p
20. 윤영상, 최재현, 최용락,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
문지, 2015년 3월, 4p~11p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
만 대를 넘었고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1.55대, 2가구당 3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수의 급증은 폐타이어의 증가량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로도 폐타이어의 발생량은 매년 200만개 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폐타이어는 주로 매
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폐타이어를 소각한다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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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톤당 2,72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현재 발생하는 폐타이어의 양을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되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매
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는 폐타이어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단열 시멘트를 제작해 활용하여 폐타이어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단열효과를 가진 시멘트를
활용하여 냉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여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를 감축하는 등 2차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2) 폐타이어 고무 분말과 시멘트를 혼합

연구방법

우선 연구에 앞서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 하여 연구의 방향과 연구 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이후 폐타이어
시멘트의 단열 효과를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음은 실험의 내용이다.

: 먼저, 임의의 고무 분말 크기를 정한 후, 가장 좋은 단열 효과를 나타내는 % 비율을 찾는 실험을 먼저
진행하였다.(비율은 폐타이어 고무 분말 0%, 폐타이어 고무 분말 15%, 폐타이어 고무 분말 30%, 폐타
이어 고무 분말 45%로 정하여 실험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분말의 비율에 따른 단열 효과를 먼저
측정하여 최적의 비율을 은 후, 그 비율을 유지시키며 입자 크기만 달리 하는 것이 실험에 있어서 효율

<실험 재료>

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단열 효과를 나타내는 % 비율을 확인 한 다음, 입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최적의 입자 크기

폐타이어 고무 분말 (1mm이하, 1~2mm, 2~3mm)

를 결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폐타이어

분말 크기에 따라 단열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러 종류의 폐타이어 분말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폐타이어 고무분말를 섞은 시멘트를 구조물에 일정한 높이로 채워 넣기

나무 판자
: 폐타이어의

단열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제한된 공간적 장치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무판자를 이용해
정육면체 구조물을 제작. 제작한 정육면체 구조물에 폐타이어 분말을 섞은 시멘트를 채운 뒤, 열을 가해
주어 단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시멘트
: 시멘트와

같이 섞인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단열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폐타이
어 고무분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백열 전구
: 열을

가해주는 열원으로 백열전구를 선택하였다. 측정을 시작하는 초기온도가 높을수록 단열 효과의 차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작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가
는 좋은 성능의 전구를 구입하였다.
적외선 온도계

4) 백열 전구를 통해 열을 가한 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확인

: 단열

효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했으며 적외선 온도계를 통하여 좀 더 정
확한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외, 글루건·톱·저울·대야·전동드릴 등)

<실험 과정>
1) 나무판자를 이용해
실험에 필요한 구조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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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폐타이어 분말 크기에 따른 단열성 비교 (1mm이하, 1~2mm, 2~3mm)
- 5분 경과

▶ 폐타이어 분말 비율에 따른 단열성 비교 (일반 시멘트 / 15% / 30% / 45%)
- 5분 경과

71℃

69℃

71℃

68℃

- 15분 경과

56℃

70℃

71℃

89℃

54℃

62℃

62℃

48℃

54℃

55℃

- 15분 경과

61℃

62℃

60℃

- 30분 경과
- 30분 경과

42℃

51℃

54℃

49℃

위 실험을 통해 폐타이어 고무 분말을 30%의 비율로 섞은 것이 단열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무 분말을 30%로 섞은 것이 가장 온도 변화가 적었고 온도 변화가 가장 적다는 뜻은 단열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위 실험을 통해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크기 1~2mm가 가장 최상의 단열 효과를 내는 분말 크기라는 것
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온도 변화가 가장 적었고 온도 변화가 가장 적었다는 뜻은 단열 효과가 가
장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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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30%의 비율, 중간 크기의 분말(1~2mm)을 사용하였을 경우 가장 단열 효과가 큰 것을 확인

② 국내에서는 회수된 폐타이어 대부분을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은 군부대 진지구축용, 토목공사용 등으

하였다. 그러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았으며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그러

로 이용하거나 수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는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

나 폐타이어 분말을 섞지 않은 일반 시멘트보다 폐타이어 분말을 섞은 시멘트에서 온도 변화가 더 적은 것은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사실 이었고 이는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의 단열효과를 입증한 것에 의의를 두었다.
③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토목공사 등의 원형이용이 적은 반면, 고무분말 생산 및
실험을 통해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가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관련 기업 및 전문
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언 얻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열 이용 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도 경제성이 높고 대량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의 도입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konetic report-폐타이어 재활용 기술 동향)

선행연구
검토내용

1. 현황파악

4. 폐타이어 재활용 해외사례 조사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타이어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 자동차 보유대수

① 일본, 폐타이어 재활용 90%대 유지

는 1,90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에는 1,500만개의 타이어가 생산됐으며, 2010년에는 2006년에 비

일본 내의 폐타이어는 2000년도의 경우 60%가 열 이용으로, 28%가 기타방법으로 재활용 되었고 나머

해서 13.3% 이상이 늘어난 1,700만개의 타이어가 생산되었다. <표 1>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4를 하여

지 12%는 미확인 상태로 전체적인 재활용률은 88%라고 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연도별 타이어 및 폐타이어 발생량을 구한 것이다.
(1) 나마코시연구소(후쿠오카현)은 폐타이어를 주연료로 하여 소주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액
을 소각 처리하는 차재형 폐액 소각장치 「WTF-1000」을 개발 타이어 소각에서 발생하는 고온 연소가
스와 보조연료(조연)버너를 사용하여 특수강관 위로 흘러드는 폐액을 800~1,000℃의 고온에서 소각
처리한다. 소각할 때에 발생하는 흑연 등은 원심분리기나 조연버너에서 처리된다.
(2) 액트림라타(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는 폐타이어의 소각회를 재이용한 활성탄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수
처리 플랜트를 개발했다. 하천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 필터에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미생물 처리한 후
에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구조이다.
② 미국, 온실에 이용
미국 내에서는 폐타이어가 10억 개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Castle Rock에 있는 Nathaniel Energy 사
(konetic report-폐타이어 재활용 기술 동향)

는 이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타이어로부터 열에너지 전기를 생산하
고 나머지 열을 토마토나 딸기를 재배하는 온실에 이용하기 때문에 좋다.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가장 좋
은 사용은 재생에너지”라고 Nathaniel Energy 사의 CEO인 Stan Abram은 말했다.

2. 폐타이어 재활용 방법
③ 중국, 채색 탄성 타일 가공
폐타이어 재활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조금만 바꾸는 ‘원형

중국 해남성에서 첫 번째로 폐타이어로 채색 탄성 타일을 가공하는 기업인 해구연과 환경보호제품개발

이용법’이 있다. 둘째는 분쇄한 타이어를 가공하여 새로운 용도의 고무 제품을 활용하는 ‘가공 이용법’이 있

유한회사는 해남성 해구에 있다. 채색탄성 고무타일 생산기술은 새로운 환경보호 하이테크 기술로서 북

고, 마지막인 셋째 방법에는 폐타이어를 녹여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열 이용법’이 있다.

경원 경신과학 기술발전 유한회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산동, 무한, 하북의 하단, 무순 등 지

- The Science times 기사 발췌

역에서 생산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KONETIC 국가환경산업 기술정보

3. 폐타이어 재활용 국내사례 조사
5. 폐타이어 친환경성 증명
① 금호 석유화학은 국내 최초로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구미 대경권 총괄사업단에서도 폐
타이어 재활용에 착수 하였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폐타이어 발생량이 매년 약 2백만 개 이상씩 증가

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폐타이어가 최근 21세기형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재활용법은 크게 토목공사 등에 투입되는 원형이용법, 재생고무로 활용하는 가
공이용법,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열이용법으로 구분된다. 연필용 나무 대체품, 운동화, 스노체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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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바트로스(Albatros)와 시코렉스(Sycorex)가 있는데,
- 매일경제 기사 (2009.10.26.) 발췌

알바트로스사는 라벤나 대학과 공동으로 폐타이어 가루를 이용해 도로 관리비용을 현저히 절약시킬 수 있는
아스팔트 첨가물을 개발하 고 있으며, 시코렉스사는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단열재를 제작중이다.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이하 KTR)은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 KORTA 밀라노KBC 자체 분석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 KTR은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
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

현재, 국내외적으로 폐타이어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활발

다. 아래의 <표 2>는 폐타이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때 친환경성을 증명한 TEST REPORT이다.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역할 분담

이현규	팀장 역할 수행, 인터뷰지 작성 시 질문지 및 요청문 작성, 인터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최종
점검 및 검토
강동화	 전반적인 활동계획 수립, 팀원 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오류사항 검토,
폐타이어 재활용 산업 정보 수집, 전반적인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확인
유정상	총무 역할 수행, 폐타이어를 이용한 전반적인 실험 계획 수립, 폐타이어 관련 논문검색 및 기사
발췌,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 자문 요청, 실험과정 설계 및 장비 구매
양효석	서기 역할 수행, 폐타이어의 단열재 등 건축자재 사용원리 탐색, 폐타이어 재활용 관련 업체 전
화 인터뷰 요청(이에스텍, 아노텐금산, 케이티 재활용센터, 환경부 등)

활동경과 및
내용

일시

활동 내용
제작 물품 주문

07.07

단열성을 높인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폐타이어가
시멘트의 단열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함. 따라서 폐타이어
시멘트의 단열성을 실험하기 위해 시멘트, 폐타이어 고무분말, 전구, 합판, 비닐, 공구, 온도
계, 글루건 등을 주문함.
워크숍 피드백 검토

07.08

폐타이어를 업사이클링 하기 위해 워크숍에서 이진우 에너지 기후공단 상임연구원께서 조언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폐타이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봄. 폐타이어를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폐타이어 업사이클링에 대한 선행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앞으로의 연구방법을 고안함.

( 폐타이어 친환경성 관련 TEST REPORT )
주제 관련 공문
07.10

6. 폐타이어의 건축자재로의 업사이클 관련 해외사례

팀 ING 회의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폐타이어 100% 재활용이라는 미션을 위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타이어 구입 시 환경
세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더 이상 불법 하치장에 폐타이어를 방치할 수 없으며 타이어 재
활용은 Ecopneus와 같은 컨소시엄회사에서 일임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까다로운

폐타이어와 시멘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시멘트 제조과정 및 폐타이어의 단열성
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얻고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영학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김광
우 교수님께 서면 또는 면담을 메일로 요청함.

07.16

중간발표 전 워크숍에서 피드백 받았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폐타이어의 친환경
적 안정성 및 실험 방법에 대해 논의 함.

특별한 종류의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폐타이어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에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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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1

제주도 현장 견학

공문 확인2

제주도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기업 및 수목원 등 견학.

09.25

폐타이어 고무 분말 검토
07.26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크기별 단열성을 실험하기 위해 고무분말의 크기를 다양화 및 일관
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고무분말의 입자 크기와 함유량에 따라서 단열성이 크게 달
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실험을 계획함. 그에 따라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크기를 1mm 이하 /
1-2mm / 2-3mm 3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고자 계획함.

10.01

아노텐 금산에 요청했던 공문을 통해 전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아노텐 금산은 한국타이어
의 협력업체로서 폐타이어 분말 제조/도소매 등 비금속원료 재생업체. 아노텐 금산과 전화통
화 결과 폐타이어를 폐기물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폐타이어를
고무와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활동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
실험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고 공문요청 했던 인터뷰들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주문 물품 수령
08.04

주문했던 제작 준비 물품들을 수령함.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멘트 단열성 실험 1

08.14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시멘트에 골재로서 섞었을 경우에 시멘트의 입자크기에 따라 단열성
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 일반시멘트/폐타이어고무분말 1mm 이하 /
1-2mm / 2-3mm 총 4종류의 시멘트를 제조함. 제조한 시멘트가 완전히 굳는데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건조에 신경을 쓰고 이후 수시로 체크를 요망함.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멘트 단열성 실험 2

08.18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멘트의 단열성 실험을 위해 이전에 제조했던 시멘트가 다 굳은 후 전구
로 시멘트 내부의 온도를 높임. 그 후에 5분 / 15분 / 30분 총 3단계에 걸쳐 어떤 입자크기
의 고무분말이 시멘트의 단열성을 제일 높였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함.
폐타이어 고무분말 함유량 단열성 실험 1

08.19

이전에 실험을 통해 1-2mm 입자크기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이 단열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
인됨. 따라서 이번에는 이 고무분말의 함량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단열성이 높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짐. 그에 따라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시멘트에 얼마나 섞었느냐에 따른 단열성
을 실험하기 위해 15% / 30% / 45% 총 3 종류의 시멘트를 제조함.
폐타이어 고무분말 함유량 단열성 실험 2

08.25

단열성을 실험하기 위해 전구로 시멘트 내부의 온도를 높인 후에 5분 / 15분 / 30분 총 3단
계에 걸쳐 단열성을 실험함.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사업부문
1. 사업허가
시멘트 제조 시 폐타이어를 골재로 사용하였을 때 단열성이 확연히 눈에 띄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폐타이어와 같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려면 환경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환경
부와의 서면인터뷰 일부이다.
Q. 폐타이어를 이용해 단열기능을 가진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부의 폐
기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가 건축 자재로 사용되
어질 때 폐기물 허가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청)에 폐기물재활용업(질의
하신 내용으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사항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처리계획에 대한 부분과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폐타이어 시멘트 제품에 대한 공문 요청 1
9.04

09.10

제조한 시멘트의 실험결과에 따른 제품이 실현가능성 및 문제점이 없을지 개인적인 판단이
불가하다고 생각함. 그에 따라 폐타이어와 시멘트 관련 업체 및 기업부서에 질의응답을 위한
서면 공문을 유네스코 측을 통해 요청함.

① (처리계획)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

폐타이어 시멘트 제품에 대한 공문 요청 2

지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공장은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 요청했던 기업은 폐타이어의 수집 및 활용에 따른 기업이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
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또 다른 기업을 찾아 전화로 질의응답 시간
을 가짐.

러한 입지검토 이외에도 폐기물처리계획서 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리 사업계획서를 관할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폐기물처리시설(공장)이 입지할 지역에 대
해 저촉사항이 없는지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확인을 받습니다.(지역에 따라 수질법, 대기법, 국토법, 산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러한 모든 검토를 통해 적
합통보를 받은 후에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문 확인1
09.16

환경부에 서면 요청을 했던 공문을 통해 제조한 제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판단함. 환경부에
의하면 폐타이어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함. 이는 최
소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을 요구하므로 당장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

이러한 과정은 입지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여 허가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장)이 입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고 판단됩니다.
② (제품) 폐타이어를 부원료로 시멘트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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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규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주)이에스텍’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인터뷰 결과, 폐타이어를 순수 고무만 추출했을
시 인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실험에 사용한 폐타이어 고무 분말은 위의‘선행연구 검토내

따라서 실험을 통해 단열성을 입증한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골재로 사용한 시멘트’를 제품화시키려면 ‘처

용’에서 언급했듯이 KTR에 의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고무분말이기 때문에 인체유해성 또한 적거나 없을 것으

리계획’과 ‘제품’ 분야 두 가지 분야에 대해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개월에서 수년

로 판단하였다.

이 걸리는 과정에다가 업종허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제품을 구체화 시키는 단계를 거친 다

◈ 제안사항

면‘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는 환경청의 허가를 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을 통해 단열효과를 확인한‘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의 구체적인 사회 적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국제 비영리 기구 HABITAT을 통해 단열성을 높인 시멘트를 사용하여 집짓기 후원 프로젝트를 진

2. 특허

행하는 것이다. 이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업

다음은 환경부와의 서면인터뷰 일부이다.

사이클의 의의에도 잘 들어맞을뿐더러 봉사를 겸할 수 있어 에너지 기후 변화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 해
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Q. 만약 폐기물 허가가 어려울 것 같으시다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하
고 싶습니다.
(답변)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시멘트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은 절
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는 특허를 받은 후 기술을 관련 업체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특허가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후 특허 기술을 관련 업체에 제공하여 사업화 하는 방법 또한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특허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적 문제와 전문화된 실험을 위한 경제적 문제가
있지만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로 특허를 취득하여 관련 업체에게 충분한 사업성을 제시한다면 사
업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가 사업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인터뷰 또한 진행하였다.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국내 최대 업사이클 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에‘폐타이어 업사이

재활용부문

클링 시멘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를 통해‘공간마케팅’부서의 김재학 선임님
과 대화를 나누었고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다.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업사이클

1. 친환경성

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단순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다음은 환경부와의 서면인터뷰 일부이다.

있다. 현장체험활동의 기반으로 실시하여 사람들이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단열성을 높인 시멘트제품을 만들
어 사용하게 하는 것은 홍보 방안으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저희는 실험을 통해 폐타이어 분말과 시멘트를 섞었을 경우 단열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
다. 이에 대해 단열기능을 가진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가 건축자재로 사용되기에 친환경적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자동차 폐타이어(51-15-01),
그 밖의 폐타이어(51-15-02)는 골재,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등 기타 비금속광
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통해 실험한 폐타이어를 골재로 사용한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시멘트’의 친환경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인체유해성
‘[특허권]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단열재가 일체형으로 구비된 지열파이프 및 제조장치’를 산업재산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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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용방안

1. 소외 계층을 위한 건축자재로의 사용

연구의 한계

먼저 실험 과정 중에 한계가 있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요청

열악한 주거환경과 막대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정의 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무보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모든 실험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야했다.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실험

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지어 주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HABITAT에 후원하여 단열 역할을 할 수 있

과정은 옳았을 수 있으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전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였

는 재료로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다.

2. 인식 개선 및 project 진행

또 다른 한계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폐타이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높은 열량을 가진 폐기물이지만 대기오염문제로 쉽게 소각할

은 사람들이 폐타이어를 통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폐기물을 가지고

수 없는데다가 2차 오일쇼크 이후 저유가시대의 지속 및 생활소득의 증대 등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에 대한

만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와의 인

관심이 크게 낮아져 적체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재활용 방안

터뷰를 통해 폐타이어가 실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되어 사용되어질 경우,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

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매립되는 현실 때문에 폐타이어는 매립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

과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미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구상한 프로젝트

다. 이러한 폐타이어를 업사이클링하여 인간의 주거환경에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애물단지인 폐타이어

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직

의 인식을 개선시킨다. 그 후,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대학교 내 건물의 건축 자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물들을 통한 업사이클링된 제품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있는 것은

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총학, 지자체가 연합하여 폐타이어 단열재를 이용한 pilot project도 생각해 볼 수

사실이다. 따라서 SNS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홍보들을 프로젝트 기간 내내 진행해 왔

있다.

지만 아직 대학생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적인 차
원으로 공익 광고나 여타 방안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식 계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자재 홍보
폐타이어와 시멘트를 섞어 만든 자재를 건축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건축 플랫폼인 ‘아키타임즈’에 글을
게재하여 여타 다른 건축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 학보사에 요청하여 폐타이어의
단열성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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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활용하여 시멘트의 단열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단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에 폐타
이어 고무분말을 골재로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입자크기 및 함량을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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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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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을 통하여 폐타이어의 고무부분을 추출 분리 해내어 1-2mm 입자크기로 분쇄하고, 이를 시

5. 도움 받은 곳

멘트의 30wt%가 되도록 골재로 사용해주면 단열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이를 사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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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텐 금산 ‘문용민’님
- ㈜이에스텍

폐기물이라는 특성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사업 가능성이 있

- 서울 새활용플라자 ‘김재학’님

다고 판단하였으며 업사이클 제품이 가질 수 있는 환경적 문제와 인체유해성 문제 또한 해결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 적용 방안으로 국제 비영리 기구 HABITAT와 접촉을 시도하여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단열성을 향상시킨 시멘트로 집짓기 후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서울시 새활용플라자의 중장
기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새활용플라자의 체험 활동을 통
해 폐타이어와 에너지 기후 변화 원인을 연결시켜 사람들의 인식 개선 및 체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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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 팀

3. 전기자동차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이다. 자동차에서의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은 장점이 있다.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방안
- 김창엽, 정수연, 손은영, 이선규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의 공급원인 배터리이다. 배터리의 경량·소형화 및 짧은 충전시간은 전기
자동차가 실용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 전기자동차 산업 투자의 중요성
- 충전소 확충 시에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기여 및 시너지 효과
- 국내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짐

활동 주제 선정 1. 에너지 기후변화의 실태
배경, 필요성,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의의 등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OECD주요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로 110.8%의 증
가율을 보이며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기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온난화현상,
해수면 상승, 적설범위감소, 기상재해등의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한 실정
이다.

4. 기대효과

2. 태양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과 빛 형태의 복사에너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전된 신재생에너지이다.
-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들지않고,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다.
- 발전 부위가 반도체 소자이고, 제어부가 전자 부품이므로 기계적인 진동과 소음이 적다.
- 태양전지의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으로 길고, 발전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기에 유리하며 운전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의 가격이 비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 날씨의 영향과 일사량에 따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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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선행연구검토

2015년 세계 전기차(EV/PHEV) 시장 점유율 현황은 중국 46%, 미국 27%, 노르웨이 9%로서 중국·미
국·노르웨이가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의 80%를 점유하였으며, 한국은 0.2% 수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 친환경차 판매량 추이에서 2014년 대비 2015년을 비교하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감소

2. 자문

한 반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증가하였다.

-그리드위즈
- 현대솔라에너지
- 삼성르노
-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종균 교수님
-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임도진 교수님

3. 박람회 견학
- 2017대한민국탄소포럼
- 2017서울태양광엑스포

<전세계 친환경 차 판매량 추이>

<친환경자동차 세계시장 전망>

- 에너지플러스 2017 EV Seoul

2. 전기차 충전소 국·내외 현황

선행연구
검토내용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연구하였다. 전기자동차의 국·내외 시장 현황,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전기충전소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조사해보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란 충전기, 운영시스템, 전기 설비, 통신 설비,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충전기가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유무형의 시설, 설비, S/W를 통칭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에는 충전구와 충전기를 직접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며, 전기자동차 내부에 장
착된 배터리를 일정 수준까지 재충전하는 방식인 직접충전방식과 집전장치에서 발생된 전류가 정류를 거쳐
배터리로 충전되는 방식인 비접촉식 충전방식, 그리고 배터리 교환방식이 있다.

1. 전기자동차 국·내외 시장 현황
국내 전기 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2,907대, 2016년에는 5,914대가 보급되어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보급대수가 11,767대를 기록하였다.(2017.1 통계청 자료) 국내 순수 전기차 시장
은 제주가 51%, 서울 15%, 전라남도 8%, 경기도 4%를 차지한다. 전기차는 현재 7종(승용차 6, 트럭 1)이
시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4종의 저가형 전기차를 시판 준비 중이며, 현대 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
BMW, 닛산 리프가 국내 보급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는 2020년까지 누적 200,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집적충전방식 충전기 종류>
국내의 경우, 2016년 기준 전국에 산재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소 개수는 총 491개소이며, 이중 수
도권 109개소, 경상권 103개소, 전라권 59개소, 충청·제주 49개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2017년까지 환
경부와 타기관 합계 1,860개소로 늘리도록 계획에 있다.
연도

계

고속도로 휴게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계

491

107

109

15

49

59

103

49

2011-2015

337

57

93

8

23

38

69

49

2016

154

50

16

7

26

21

34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장소/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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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환경부

타기관

합계

2,610

1,201

1,409

2016년까지

750

491

259

2017년 계획

1,860

710

1,150

*설비 보급 현황

<2017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네덜란드의 경우, 2016년 3월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전체 충전소는 2만개를 넘었다. 공공충전소는 7761
개, 반공공충전소는 1만 2732개, 급속 충전소는 476개로 집계된다. 암스테르담에만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가 1750개 있으며, 2018년 4000개를 목표로 하고, 반공공충전소는 약 2500개 있다. 로테르담에는 공공충
전소가 약 140개, 헤이그에는 474개가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충전소, 반공공충전소 개수>

3. 태양광 국·내외 시장 현황

<전세계 태양광 신규설치 현황 및 전망 (2014~2020F, MW) >

역할 분담

김창엽	루트에너지 대표님 피드백받기 및 정리, 교수님 자문 구하기, 팀 활동비 관리
이선규	2017서울태양광엑스포 참가, 교수님 자문 구하기, 현대솔라에너지 자문 구하기
손은영	2017서울태양광엑스포 참가, 선행연구 검토내용 정리, 그리드위즈 자문 구하기
정수연	2017대한민국탄소포럼 참가, 에너지플러스 2017 EV Seoul 참가, 삼성르노 자문 구하기

<전세계 지역별 태양광 신규설치 현황 및 전망 (2015F(좌), 2020F(우), 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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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과 및
내용

월별
학습 활동 내역

6월
3

4

7월
1

2

3

8월
4

1

2

3

9월
4

1

2

3

10월
4

1

2

3

•전기자동차 설문조사
•1차 토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방향 피드백)
•현장견학 (제주도청에서 현 전기차
&태양광정책 내용 확인)
•2차 토의(루트에너지 대표님 피드백을
통한 경제성 측정에 포커스)
•서울 태양광 엑스포 견학
•Energy + 견학
•3차 토의 (박람회 내용을 통한 경제성
내용 피드백)
•4차 토의 (전체 내용 정리)
•최종 보고서 작성
(정리 및 평가, 결과 도출)

(7월)

<제주도청 전기차충전소>

-1차 토의 (진행방향 및 계획)
■ 기초 아이디어 그림
밑 그림과 같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 태양광 패널을 접목시켜 생산성 및 확장성을 키움으로써 인프라 확
충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주차장>
-제주도 현장견학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 제주’ 라는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100% 전기자동차를 이룩하
겠다는 메인 프레임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많은 부분 태양광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
동차 충전 인프라를 계속하여 확충 중에 있으며 수익성과 투자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선례라고 생

탄소 없는 섬 제주

각된다.
실제로 제주도 현장 견학 중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주차장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주제인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방안’에 맞춰, 태양광

1. 제주도 운행 차량 전기자동차 100% 전환

전지판을 전기자동차 충전과 접목시키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두 장소에서 확인한 충전소를 통해 아

▶2017년까지 공공부문 보급⇒전기자동차 10% 전환(29천대)

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2020년까지 대중교통 보급⇒전기자동차 40% 전환(135천대)
▶2030년까지 전 차량 보급⇒전기자동차 100% 전환(377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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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현황

1) Korea Carbon Forum 2017

■ 전기자동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늘려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계

공공

실증사업

민간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탄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포럼에 참석하여, 최근 동향과 타국, 여타 다

7,067

288

24

6,755

른 기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향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여러 전문가의 강연,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반
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의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관련 강연과 송옥주 국회의원님의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

■ 전기차 충전기

소 사회를 위한 입법과제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들을 강연을 바탕으로

계

공공

실증사업

민간

민간사업자

5,600

417

64

4,962

157

다시 한 번 선정 이유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고, 정책제안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세울 수 있었다.
- 파리 협정과 신기후체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송옥주 국회의원)

(8월)
- 루트에너지 대표님의 피드백
- 2차 토의 (피드백내용을 위주로 연구방향 설정)

피드백 내용

토의 결과

과학적 원리내용 간단히 정리 및 한계점 추가

요약 및 추가하기

현실적으로 사업 가능한 조건 및 사업의 확충방안
등에 초점

경제적인 측면으로 조사 후 진행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단시간(12시간정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로 설정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꼭대기주차장/ 공항 및 기차역 주차장/
대학교 주차장 (유동인구 많고, 30~40분이상 머무는곳)

선행조사내용의 예시는 주제와는 맞지 않는 전지판

- 교수님한테 재료의 효율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확인

(실제 맞는 내용: 효율 16.89% from LG, 비용
200만원/KW[설치비포함],아마 30KW정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총비용=30KW*200만원)

-기업의 자문을 통해 현실적인 효율 확인

주차장에 설치시 구조물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신
모듈비용은 저렴하다.

- 태양광전지판 주차장위 설치까지 필요한 요소 파악
- 회사자문을 통해 위 내용들 비교

조사한 정부지원보조금 다 맞지 않음: 사업적인
에너지생산이므로 정부지원 불가능하다.

- 결론을 정부정책제안으로 하여 계산된 일정금액 지원요구
(지원금은 kw당 얼마로 계산)
- 처음 설치할 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일정 기간 흐른 후
이익이 생기게 되면 몇 퍼센트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정책제안
- 이익성을 내기보다는, 국가프로젝트로 고려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을 넓히는 효과 및 환경적인 개선효과가 있다
(민간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만 할 뿐)

2) 2017서울태양광엑스포
현재 상용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및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다양한 기업과 각자만의 아이템을 가
지고 소개를 하는 공간이었으며 많은 자문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적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

전기충전소 운영을 통한 이익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에 판매단가 또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야한다.

판매단가는 모든 비용을 측정 후 제시

하루 중 태양광충전시간은 낮시간 때(210KWh)가
집중적이므로, ESS를 통해 저장 후 전기차에
연료충전을 한다. 이때 발생되는 LOSS(태양광-ESS,
ESS-EV)도 고려

태양광이 하루에 몇kw를 생산할 수 있고, ESS를 통해 저장할
때 LOSS값, 전기차 주입시 LOSS값 회사자문 구하기

ESS의 단가도 고려되어지는데, ESS단가가
1KW를 저장하는데 500불이상이다. (하루에
210KW생산된다하면, 210KW*500불=ESS단가)

168

2017 Energy Climate Change Frontier Initiative

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 - 1)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2)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 고정가격 의무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3) 대체투자상품으로서 금융기관 투자가 늘고있는 유망산업

태양광 전력 의무구입 제도

안정적이며
일정한 수익 지속 발생
사업 영위

하루 생산 전력 계산 후, ESS의 저장할수 있는 에너지의 KW당
단가 회사자문 구하기

부지 가치 상승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31조 4항 3호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
안정성 : 공기업과의 장기간 거래
편리성 : 유지관리 및 보수 편리(무인운전)
일정한 수익 예측 : 무한한 발전 연료(태양광)로 전기생산
무소음, 무진동, 무배출 형태의 장기간 사업가능
사업 시 땅 지목 변경(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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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 에너지 발급 및 거래단위

■ 유동인구&대기시간 고려 설치 장소 및 그에 따른 면적 예측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의무할당제

가) 유동인구&대기시간 고려 설치 장소 선정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의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으로 해야함

1) 고속도로 휴게소

자체설비 or 인증서 거래시장 조달을 통한 의무사항을 충족시켜야함

2) 공항 및 기차역 주차장

연도별 의무공급량 :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2) 대형마트 옥상
4) 대학교 주차장

나) 면적예측
1) 신형 주차장 기준(가로 2.5m, 세로 5m)
2) 15대 기준(일렬 정렬배열) ∵ (가로 37.5m, 세로 5m = 187.5m2)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무비율

2

2.5

3

3

3.5

4

5

6

7

8

9

3) 각도 계산

1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PS에서 인증서 거래시장 조달을 통한 의무사항 충족 시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REC를 획득한 발전 사업
자와 거래할 수 있다.
∴ 37.5m × 5m ≒ 265m2

REC 가중치
설치 유형

일반부지

용량

REC 가중치

100KW 미만

1.2

100KW 이상 3MW이하

1

3MW 이상

0.7

나) ESS 설치 비용 : 100KW 당 약 8천만원 ~ 1억원

3MW 이하

1.5

∴ 1KW 당 약 100만원 소요예상

3MW초과

1

건축물
수상 태양광
ESS 연계

-

1.5
5

■ 보편적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비용 & KW
가) 태양광 설치 비용 : 100KW 당 약 1억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1KW 당 약 200만원 소요예상

■ 현 태양광 발전소 지자체 · 국가 보조금 현황
가) 국가 보조금 : (건물, 가정용 일반) 50 KW 미만일 경우
1,140,000 원 / KW
나) 지자체 보조금(서울기준): (건물형 태양광)

SMP(System Marginal Price) : 한전이 전력을 기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들에

600,000 원 / KW

게 적용하는 할인 지수이다.(전기 매매가)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어려운 신재생에
너지의 전력을 저장해놓고 필요한 시간대에 저장한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

3) Energy Plus 2017
에너지 공급-저장-전달-사용 단계별 효율화를 주제로 한 종합 전시회인 Energy Plus 2017 견학했다.
앞서 가기 전 기대효과와 목표로는 파리 협정이후 저탄소 패러다임이 에너지 기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추후 에너지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현재 사용 및 개발 중인 에너지 활용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주제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기업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Energy Plus 2017는 많은 산업체가 오면서 다양한 기업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전기차 분야로 르노삼성자
동차에서 선보인 SM3 Z.E.를 볼 수 있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3km으로 충전 한 번으로 200km이
상을 달릴 수 있음을 확인하며 주행거리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회생제동 시스템
(주행 중 배터리 충전)이라고 하여 감속하거나 내리막길 주행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배터리를 재충
전함으로,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알지 못했던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알
아 갈 수 있었다.
이 밖에 태양광에서 모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공급하는 ESS 기술을 도입했을 때의 올라가는 비용문제를
고민하던 중 LS 산전 부스에서 현재 ESS 사업에 정부가 2020년까지 지원을 약속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정부의 지원이 있으므로 먼저 ESS 시장에 뛰어들수록 유리하고, 아직까지는
지원 없는 ESS 단가는 너무 높기 때문에 추후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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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ⅱ) 태양광 패널 및 ESS(60KW) 설치

Energy Plus 2017을 다녀오고 종합적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전소 인프라 확충방안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확보되었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ESS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국가 지원 비용 : 6000만원
총 초기 투자비용 : 6,000만원 소요 예상

-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 LS 산전｜ESS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 5(가중치)
23,953,1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27,402,375 원 / 년
약 2.2년 안에 손익 분기점 넘어섬(유지보수비용 제외한다고 가정시)
□ 정부차원의 임대사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
(투자비용 50~80% 지원, 임대 수입 ○)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정책을 만드는 방법
일정금액의 보증금 형식의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전액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접

활동경과 및
내용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통한 인프라 확충

근성 상승 및 국가적 산업 아이템으로 설정

(초기비용 지원 ○, 후속비용 지원 ×, 임대 수입 ×)
지원금 책정 및 기간 책정으로 기간 만료 전까지의 수익금의 일부를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임대료 개념으
현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지자체 및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 개인(영리×), 가정용

로 받아가면서 투자비용 회수 및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소에는 적용불가하다.
‘활동경과 및 내용 – 현 태양광 발전소 지자체 · 국가 보조금 현황’을 토대로 국가 보조금 및 지자체 보

ex) 30KW 태양광 충전소 - 80%지원, 10년 70% 임대료 추징

조금 범위를 특수사업도 포함,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도 접목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인프라 구축 속도 상

ⅰ) 태양광 패널 설치

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초기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금액 지원 후 관리 및 운영을 관리자에게 위임, 일정기간의 계약기간까지 운
영보고서 제출로 실태 파악

총 초기 투자비용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투자 비용 : 4,800만원, 개인 투자 비용 : 1,200만원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ex) 30KW 태양광 충전소 - 1KW당 100만원, ESS 1KW 당 50만원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ⅰ) 태양광 패널 설치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지원 비용 : 3,000만원
총 초기 투자비용 : 약 3,000만원 소요 예상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4,790,625 원 / 년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8,239,875원 / 년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10년 임대 시 국가수익 : 57,679,120원 개인수익 : 24,719,6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계약 만료 시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율 = 국가 : 120%, 개인 : 206%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4,790,6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8,239,875원 / 년

ⅱ) 태양광 패널 및 ESS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ESS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약 3.6년 안에 손익 분기점 넘어섬 (유지보수비용 제외한다고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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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초기 투자비용 : 12,000만원 소요 예상

연구의 한계

국가 투자 비용 : 9,600만원, 개인 투자 비용 : 2,400만원

1. 연구의 현실화를 위한 경제적인 비용
태양광에너지의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충전소를 위한 부지문제, 태양광전지판을 제외한 장치(ESS), 유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지보수를 위한 인권비 등 현실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그렇기에 Unity팀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을 적용하고자 많은 정책제안을 찾아보며 조사하였지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 5(가중치)

2. 기업컨택과 자문에 대한 한계

23,953,125 원 / 년

대표적인 기업컨택 기업으로 그리드위즈를 소개받아 시도하였으나, 팀 unity에서 알고자 하는 태양광셀의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27,402,375 원 / 년

단가, 효율, ESS의 단가 등은 영업비밀이였기에 밝힐 수 없다 하였다. 그렇기에 여러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10년 임대 시 국가수익 : 191,816,625원 개인수익 : 82,207,125원

관련회사에 직접 질문을 하는 형태로 대략적인 단가를 알 수 있었다.

계약 만료 시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율 = 국가 : 200%, 개인 : 343%
3. 에너지 변환에 대한 로스
태양광에너지를 ESS저장, ESS에서 전기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로스값이 있을 것이다.
조사한 태양광에너지의 효율을 100%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연구 활용방안

1. 전기자동차 사용을 적극 권장
기존의 연료보충장소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태양광전지판을 이용한
충전소확충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정책이슈브리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

- KEMRI 전력경제 REVIEW, EV 충전인프라

원전에너지 공급중단으로 인해 대체에너지가 필요한 지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발해 질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국내·외 태양광 에너지 동향 및 시사점 (2016.1.29.)
- 에너지관리공단, PRS제도 및 태양광발전산업 시장현황(2014.11.19.)

3. 온실가스 감축효과

- SNE리서치(www.sneresearch.com), http://www.etnews.com/20151126000444

연구내용을 통해 태양광에너지, 전기자동차, ESS 사용이 확장되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및 향후 전망, 김재국
- HS 오토모티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4.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I·SEOUL·U,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

기존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융합함으로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의5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생겨 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 한국에너지공단, 2017 태양광 대여사업 안내서

연구내용을 토대로 현실적인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고자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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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책제안서)

정책 제안서

■ 유동인구&대기시간 고려 설치 장소 및 그에 따른 면적 예측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방안’

소속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팀명

Unity

가) 유동인구&대기시간 고려 설치 장소 선정
1) 고속도로 휴게소
2) 대형마트 옥상
3) 공항 및 기차역 주차장 4) 대학교 주차장
나) 면적예측
1) 신형 주차장 기준(가로 2.5m, 세로 5m)
2) 15대 기준(일렬 정렬배열) ∵ (가로 37.5m, 세로 5m = 187.5m2)
3) 각도 계산

팀 구성 인원
구성

학교

이름

연락처
(휴대폰 / e-mail)

팀장

부경대학교

김창엽

010-5042-0540
kcy2829@naver.com

동국대학교

손은영

010-4044-5807
set0413@naver.com

남서울대학교

이선규

010-4352-5238
sungyu623@naver.com

서울여자대학교

정수연

010-4650-3015
jsyno07@naver.com

팀원

세부 내용
(참고 자료)
그림 1-1

제안서

■ 보편적 태양광 패널 설치 시 비용 & KW
가) 태양광 설치 비용 : 100KW 당 약 1억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1KW 당 약 200만원 소요예상
나) ESS 설치 비용 : 100KW 당 약 8천만원 ~ 1억원
∴ 1KW 당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족 현상
→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시점에서의 지연
→ 전기자동차 산업 투자를 저해
→ 잠정적 전기자동차 구매 예정자 &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제안 동기
(현 실태)

■ 현 태양광 발전소 지자체 · 국가 보조금 현황

■ 전기자동차 산업 투자의 중요성

가) 국가 보조금 : (건물, 가정용 일반) 50 kW 미만일 경우
1,140,000 원 / kW
나) 지자체 보조금(서울기준): (건물형 태양광)
600,000 원 / kW

→ 충전소 확충 시에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기여 및 시너지 효과
→ 국내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짐
■ 국제적 환경 규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
→ 무한한 공급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필요
→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기술의 진보 → 효율 상승 , 화석연료의 감소)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통한 인프라 확충
(초기비용 지원 ○, 후속비용 지원 ×, 임대 수입 ×)

세부 내용
(제안 방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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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37.5m × 5m ≒ 265m2

현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지자체 및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 개인(영리×),
가정용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소에는
적용불가
‘활동경과 및 내용 - 현 태양광 발전소 지자체·국가 보조금 현황’을 토대로 국가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범위를 특수사업도 포함,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도 접목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인프라 구축
속도 상승의 효과 기대
초기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금액 지원 후 관리 및 운영을 관리자에게 위임, 일정기간의 계약기간까지
운영보고서 제출로 실태 파악
ex) 30KW 태양광 충전소 - 1KW당 100만원, ESS 1KW 당 50만원
ⅰ)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지원 비용 : 3,000만원
총 초기 투자비용 : 약 3,000만원 소요 예상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 4,790,6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8,239,875원 / 년
약 3.6년 안에 손익 분기점 넘어섬 (유지보수비용 제외한다고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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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양광 패널 및 ESS(60KW)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ESS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지원 비용 : 6000만원
총 초기 투자비용 : 6,000만원 소요 예상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 5(가중치)
23,953,1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27,402,375 원 / 년
약 2.2년 안에 손익 분기점 넘어섬(유지보수비용 제외한다고 가정시)

참고 자료 :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 공고.hwp
◦ 지자체 보조금(서울기준) / 링크

위와 같이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방안』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10월 11일

팀장 : 김 창 엽 (인 또는 서명)

■ 정부차원의 임대사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 (투자비용 50~80% 지원, 임대 수입 ○)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정책을 만드는 방법
일정금액의 보증금 형식의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전액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접근성 상승 및 국가적 산업 아이템으로 설정
지원금 책정 및 기간 책정으로 기간 만료 전까지의 수익금의 일부를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임대료
개념으로 받아가면서 투자비용 회수 및 인프라 구축

세부 내용
(제안 방향)

ex) 30KW 태양광 충전소 - 80%지원, 10년 70% 임대료 추징
ⅰ)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총 초기 투자비용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투자 비용 : 4,800만원, 개인 투자 비용 : 1,200만원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4,790,6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8,239,875원 / 년
10년 임대 시 국가수익 : 57,679,120원 개인수익 : 24,719,625원
계약 만료 시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율 = 국가 : 120%, 개인 : 206%
ⅱ) 태양광 패널 및 ESS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ESS 설치 : 약 6,000만원 소요 예상
총 초기 투자비용 : 12,000만원 소요 예상
국가 투자 비용 : 9,600만원, 개인 투자 비용 : 2,400만원
2017년 평균 SMP 가격 : 1KW 당 90원
2017년 4월 기준 REC 가격 : 1KWh 당 125원
SMP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90(SMP)
3,449,250 원 / 년
REC 수익 : 30KW × 3.5h(하루발전량) × 365(1년) × 125(REC) × 5(가중치)
23,953,125 원 / 년
∴ 연간 수익 : SMP + (REC × 가중치) = 27,402,375 원 / 년
10년 임대 시 국가수익 : 191,816,625원 개인수익 : 82,207,125원
계약 만료 시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율 = 국가 : 200%, 개인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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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록
수료자 명단
수상팀 명단
수료증 전달 및 시상
지원서 양식(팀 및 개인)
활동계획서 양식
활동보고서 양식

제4장 부록

수료자 명단
연번

1

2

3

4

5

팀명

그리너스

메탄올로지

어스(Earth)와잡스
(Jobs)

에브릿지
(EBridge)

Blue Energy

ESS
6

(Eco Spread
Spirit)

7

8

182

ING

Unity

수상팀 명단
이름(팀 대표)

학교 학과

김태남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지현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최윤정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혜경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재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곽재영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엄현호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김봉주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김지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컴퓨터공학부

최서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최인진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노하은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이현진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보미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배정우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종호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윤현덕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성현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조영서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범석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오수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정영진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주승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현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유정상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강동화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양효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창엽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손은영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정수연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이선규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2017 Energy Climate Change Frontier Initiative

최우수

우수

ING

메탄올로지

이현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유정상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강동화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양효석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재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곽재영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엄현호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화학이중)

김봉주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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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전달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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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릿지 팀
-노하은
-이현진
-김보미

그리너스 팀

Blue Energy 팀

-김태남
-정지현
-이혜경
-최윤정

-윤현덕
-이성현
-배정우
-이종호
-조영서

메탄올로지 팀

ING 팀

-김재현
-곽재영
-엄현호
-김봉주

-유정상
-강동화
-양효석
-이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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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팀
-정영진
-오수빈
-이범석
-주승연

최종보고회: 단체과제 개인상

오수빈(ESS)

Unity 팀
-김창엽
-손은영
-정수연
-이선규

이현진(에브릿지)

김태남(그리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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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최우수, 우수상
최우수: ING팀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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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메탄올로지팀 <메탄올 연료의 가능성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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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양식: 팀

※3-6번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기본여백)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팀
 소개 및 기후변화 및 에너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프런티어 활동 지원 동기와
목적을 적어주세요. (분량 600자 이내)
※ 팀과 팀 구성원의 특징, 각자의 장점,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등을 기술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 신청서(팀)
1. 팀 이름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한 명칭을 붙여주세요

2. 참가자
팀 대표 (아래 참가자 중 1명 지정)
이름
(성별)

학교

연락처

학과 또는
전공

주소 (현재 거주 지역 기입)

4.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지식 학습을 위해 프런티어
활동 기간 동안 꼭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1000자 이내)

휴대 전화 / E-mail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이름
(성별)
연락처

학교

학과 또는
전공

학교

학과 또는
전공

학교

학과 또는
전공

※ 되도록 팀별 활동결과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게 될 최종보고서의 주제와 일치할 것을 권장함.

주소 (현재 거주 지역 기입)
휴대 전화 / E-mail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현재 거주 지역 기입)
휴대 전화 / E-mail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현재 거주 지역 기입)
휴대 전화 / E-mail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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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400자 이내)

위와 같이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분량 800자 이내)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 4명(1명당 1칸, 200자씩) 각각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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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양식: 개인

※ 3-6번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기본여백)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소개 및 기후변화 및 에너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프런티어 활동 지원
동기와 목적을 적어주세요. (분량 600자 이내)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 신청서(개인)
1. 참가자
이름
(성별)

학교

학과 또는
전공

주소 (현재 거주 지역 기입)
연락처
휴대 전화 / E-mail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2. 주제 선호도
※ 프런티어에서 제시된 주제 중 본인의 선호 순위를 매겨주세요. (팀 구성 시 반영)

4.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지식 학습을 위해 프런티어
활동 기간 동안 꼭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1000자 이내)

2017 프런티어 주제
1. 지구 온난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실천 아이디어
2.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미래 유망 직업 사례연구 및 창직(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직업의 직무를 재설계) 프로젝트
3.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4. 그 외, 기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주제

선호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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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서 양식

5.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400자 이내)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팀 활동계획서

팀명

제출일

2017년 6월 26일

활동 주제

활동 결과물

□ 정책제안

□ 캠페인

□ 전시

□ 홍보

□ 기타 (

)

※ 예상되는 활동 결과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복수 응답 가능)
※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기대효과 중심으로 기술

6.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분량 200자 이내)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 대응책 및 탐구방향 모색 중심,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활동 전략 기술

활동의
목표와 전략

※ 팀원 역할 분담 기술
위와 같이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역할 분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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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위 추진계획 기술

일정 및

※ 팀 활동 홍보 방안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방안

추진계획

※ 제도적, 산업적, 사회적 기대성과와 대응책 활용방안 위주로 기술

기대성과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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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원 한도 내로 기술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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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양식

※ 팀 구성원 역할 분담 기술

2017 유네스코 에너지 기후변화 프런티어 팀 활동보고서

팀명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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