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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가 갖는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태양빛의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발전 시스템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태양광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기육성이 가능한 분야

ㅇ태양광 시장은 ‘03년 이후 35%이상 성장률을 나타내며 급성장 중

- 세계시장 규모: 2.4GW('07) → 8GW('12) → 105GW('30)

* Moderate scenario(EPIA) :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률이 낮을 경우

ㅇ 최근, 폴리실리콘 원소재와 모듈 가격 하락으로 발전단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맞춰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

<‘30년까지의 세계시장 전망 (EPIA, 2008)> <’30년까지의 타입별 시장규모 전망1)>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시장의 89.6%(’07)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박막(Si, CIGS) 태양전지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결정질:박막:차세대 = 9:1:0(‘07) ⟶ 3:1:0('12) ⟶ 1:1:1('30)

1) 자료 출처: Photon International, SEMI, Solarbuzz,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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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13.5~18%이며, 국내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되어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는 수준

*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1%, 모듈 가격은 80% 수준

□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개발은 일본과 미국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한국철강이 최초로 인증을 획득, 양산화 및 R&D를 적극 추진중

□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에 투자 중

* 국내 CIGS 박막 셀기술은 세계 수준의 94% 수준

③ 주요기업 동향

□ Suntech(中)을 필두로 GW-규모 업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선도기업들

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경쟁 본격화

* Suntech(中) : ‘08년 1GW 달성 후 고효율 태양전지 라인으로 전환 중

* Sharp(日) : ‘10년까지 결정질계 0.7GW, 박막계 1GW 규모로 증설 중

* Q-cell(獨) : ‘10년까지 1GW(박막 500MW 포함)로 증설 예정

□ 최근 2~3년간 국내기업들은 태양광산업에 대규모 투자 진행 중

ㅇ ‘08년 기준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166MW/년이며, 생산라인 증설

및 폴리실리콘 생산 등 기업별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 동양제철화학: 2조 2천억 투자,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연산 26,500톤 생산 계획

* 현대중공업: ‘08년 5월 30MW 태양전지 생산 라인 완공, ’12년 1GW 증설 계획

* 한국철강: ‘08년 5월 30MW 태양전지 생산 라인 완공, ’12년 1GW 증설 계획

* LG전자: 50MW 생산 계획, 향후 120MW로 확대예정

당면과제

□ 중국의 급성장으로 태양광 시장 과대경쟁 우려

□ 폴리실리콘, 인듐 등 안정적 원료 수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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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해외 선도기업들은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태양전지 개발을 병행하여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

* Q-Cells(獨) : 실리콘 박막, CdTe, CIGS 등

* Sharp(日) : 실리콘 박막, 염료감응, GaAs 화합물형 등

□ 급변하는 시장의 니즈에 대응하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을

기반으로 박막 및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ㅇ [단기] 결정질 실리콘: 원소재 저감 및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

ㅇ [단기] 박막(Si, CIGS) 태양전지 : 대면적 모듈 제조기술 개발

ㅇ [장기] 차세대 태양전지(유기, 염료감응) : 원천소재 및 양산기술개발

□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재부터 모듈까지 supply chain 별

1GW 이상의 생산 체계 구축과 전략적 가격 조절이 필요

ㅇ Supply chain의 수직계열화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 (LG그룹, 현대중공업-KCC, 삼성, 동양제철화학 등)

ㅇ 폴리실리콘, 인듐 등의 원료 수급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

태양전지 시스템 생산 체계 구축

□ 수입에 의존중인 제조장비 국산화로 제조단가 혁신

ㅇ 박막 태양전지는 장치비용이 결정질계에 비해 2배 가량으로 높고,

산업 형성 단계로 제조장비 기술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됨

ㅇ 향후 신 증설 생산라인에 국산장비 도입 추진, 양산화 소요 시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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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 실리콘 덩어리를 얇은 기판으로 절단하여 제작한

태양전지

- 제조장비국산화, 실리콘원소재저감기술,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로 가격 경쟁력 확보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얇은 플라스틱이나 유리기판에 실리콘 막을 입혀

제조한 태양전지

-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고효율화,

대면적화, 신뢰성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도

CIGS 박막 태양전지

- 비실리콘계인 CuLnGaSe2(CIGS)라는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든 태양전지

- 결정질 실리콘에 버금가는 효율·양산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선점

장기
투자
품목

염료감응 태양전지

- 금속산화물인 산화티타늄 표면에 특수한

염료를 흡착시키고, 흡착된 특수 염료가

태양빛을 흡수하여 광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전지

- 컬러 및 투명 특성으로 건물 외장 BIPV용

태양전지 시스템 시장 개척

유기 태양전지

- 유기반도체 등 전기가 흐르는 고분자화합물

(전도성 폴리머)을 사용하여 제조한 태양전지

- 유비쿼터스형 Life Style에 따른 신시장 창출

(경량,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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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결정질 실리콘 시장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15.8 110.7

세계시장점유율(%) 5 20

수출(억원) 23,000 538,000

내수(억원) 45,000 75,000

CO2 감소(천tCO2) 122 3,161

시나리오 로드맵



- 88 -

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Grid Parity2)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고효율, 저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 중

ㅇ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확보

ㅇ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확보

<지역별 Grid Parity 달성 조건>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제조장비 국산화, 실리콘 원소재 비용

저감, 초고효율화 기술에 중점

ㅇ태양전지 제조단가 절감 목표의 기술개발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 및 공정 개발

- 150μm 이하 기판을 이용하는 박형 태양전지 모듈 제조기술 개발

ㅇ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

- 이종접합, 후면전극형 태양전지 등 단기간 내 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추진

- 25% 이상 세계최고 효율의 결정질 태양전지는 원천 및 국제공동

과제로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2) 태양광 발전 가격과 화력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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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대면적 모듈 제조장비 및 제조기술 개발

ㅇ국내 디스플레이 산업과 장치 산업 기반을 활용,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를 위한 요소 기술 우선 확보

- 디스플레이 기반 대면적 모듈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2~3층 적층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단가 저감을 위해 모듈 대면적화,

미세결정질 실리콘 박막 형성속도 고속화가 필수적

□ CIGS 박막 태양전지

ㅇ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양산 기술 및 양산 장비의 전략적 개발

ㅇ 고효율화를 위한 다층 박막 및 다중 접합 구조 기술을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원천 개발

ㅇ 진공공정을 개선한 저가의 비진공 방식 또는 저가 인쇄형 박막

제조 기술 개발

- 효율적 R&D를 위한 美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ㅇ 조기 양산화를 위해 양산기술 확보, 전방업체와의 공동개발 협력

관계 구축, 제품의 조기인증 추구

ㅇ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의 고효율화 및 국산화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 유기 태양전지

ㅇ 유기 반도체 및 기판 소재, 셀, 모듈, roll-to-roll 공정 및 장비개발

- 모듈 효율 5% 이상의 상용 제품 개발

- 원천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핵심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 목표 : 수명 5년 이상, 모듈 효율 5%이상, 제조원가 $1.0/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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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 1단계 (‘09년 ~ ’12년) : 태양광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ㅇ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산업 육성으로 GW 규모 양산시스템 구축

- Supply chain 수직계열화 및 안정적 원소재 확보로 가격경쟁력 강화

ㅇ박막(Si, CIGS) 태양전지 양산시스템 구축

□ 2단계 (‘13년 ~ ’20년) : Grid Parity 달성 및 수출시장 확대

ㅇ대규모 실리콘 결정질 및 박막 태양전지 양산으로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

➔ RPS, 탄소배출권 제도를 활용한 태양광 시장 확대

➔ 차세대 태양전지(유기, 염료감응형, 화합물) 양산시스템 구축

□ 3단계 (~ ’30년) : 태양광 발전시장의 본격적 확대

ㅇ원자력 수준의 경제성 확보 및 화석연료 대체시장 형성 본격화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태양전지제품에 대한 해외-국내인증의 교차인증 및 상호 인정기준

확립으로 수출시장 활성화

□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장비 인프라 및

연구센터 구축

ㅇ연구 장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연구 기관에서 소규모로

연구 진행 ➔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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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기술
- 장비기술개발
- 소재 기술(고순도 실리콘,
잉곳 등) 개발

700 700 300 500 2,200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대면적화 양산기술
- 고효율화 기술
- 장비제조 기술

400 400 500 1,000 2,300

CIGS 박막
태양전지

- 유리기판 CIGS 태양전지
제조 기술
- Flexible CIGS 태양전지
제조 기술
- 양산기술 개발

250 250 400 700 1,600

염료감응
태양전지

- 염료 소재 기술 및
원천기술
- 장비 및 품질평가 기술
- 모듈, 발전시스템 기술

250 250 500 1,100 2,100

유기
태양전지

- 유기반도체 기술
- 투명전극/Barrier 필름
기술
- 롤투롤 생산시스템 개발
기술

200 200 500 1,000 1,900

총계 1,800 1,800 2,200 4,300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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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태양광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염료감응, 유기, 실리콘 박막, 실리콘 결

정질 태양전지 등 모든 전략품목이 최신기술의 개발은 활발하나 특

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82%

- 3극특허비율 : 28%

ㅇ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 “박형 태양전지 양산기술“ “500MW/년 단일 생산라인 기술“

“Seletive emitter“ “25%이상 세계최고 태양전지“ “후면전극형“ 기

술이 최신기술 비율 및 특허경쟁력이 50%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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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분야

- “고효율 대면적 다층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모듈” “실리콘 박막 양

자점 태양전지 개발”의 특허군이 최신 기술개발이 비교적 활발

- “모듈화장비”를 비롯하여 “증착장비개발” “Flexible 실리콘 박막 태

양전지 모듈 개발”은 최신 기술비율이 50%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남

ㅇCIGS 박막 태양전지 분야

- “Flexible CIGS 태양전지 제조기술” “비진공 CIGS 태양전지 제조

기술”의 특허군이 최신기술개발 및 특허경쟁력에 양호한 수준

ㅇ연료감응 태양전지는 특허기반이 매우 우수한 전략품목으로 분석됨

- 최신기술비율 82%, 특허경쟁력 77%

- 구체적으로 “양산장비 기술“ “BIPV 발전시스템“ “모듈 기술“ “핵심

소재기술“을 주요로 하는 4개의 특허군은 최신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허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을 보임

ㅇ유기 태양전지는 최신기술개발이 88%로 활발하고 특허기반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고효율 광활성 재료 합성“과 “기존 소재의 고순도 및 양산화 공정

기술” “유기 태양전지 생산시스템 개발“ “Barrier 특성을 갖는 내열

저수축 투명 필름“ “롤투롤 인쇄공정이 가능한 모듈 기술“은 모두

최신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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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 Supply Chain 내용

ㅇ 공백 부문 ☞ 태양전지 공정 소재와 모듈화 재료 등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태양전지모듈, 태양전지공정소재, 모듈화재료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전력변환장치나 태양광시스템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결정실리콘 원료

Supply Chain 내용

품목 결정질실리콘원료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동양제철화학, KCC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잉곳, 웨이퍼
결정질실리콘태양전

지
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BOS

태양광시스템

수입의존도 중 중 중 대 대

기술수준 62 72 64 83 81

주요업체

글로실, 나라테크, 
네오세미테크, 
넥솔론, 렉서, 

미리넷솔라, 실트론, 
심포니에너지, 
웅진에너지, 
퀼리플로

미리넷솔라, 
삼성전자, 

신성홀딩스, 
한화석유화학, 

현대중공업, KPE, 
LG전자, LG화학

경동솔라, 삼성전자, 
솔라테크, 심포니에너지, 

유니슨, 이건창호, 
해성쏠라, 현대중공업, 

ETA솔라, LG전자, LG화학, 
LS산전, S-에너지

금비전자, 
다스테크, 엘스콤, 
윌링스, 이화전기, 

한양정공, 
헥스파워, KCC, 

LS산전

경동솔라, 대한테크렌, 
심포니에너지, 

이건창호, 해성쏠라, 
헥스파워, 효성, 
LG화학, LGCNS, 
LS산전, S-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소 소

품목 태양전지공정장비 태양전지공정소재 모듈화장비 모듈화재료

수입의존도 중 대 중 대

기술수준 70 59 73 65

주요업체

맥사이언스, 알파플러스, 
이오테크닉스, 주성, 

참엔씨, 코낙시스템, DCK, 
IPS, KCTech, LG전자, 

SFA

대주전자재료,동진쎄미켐, 
잉크테크, 테크노세미켐, 

LG마이크론, LG전자

디엠에스, 여의시스템, 
우일하이테크, 이오테크닉스, 
주성, 해성쏠라, S-에너지, 

SFA

고려상사, 엘스콤, 주성, 
진흥공업, 코오롱, 

한국쓰리엠, 한글라스, 
해성쏠라, S-에너지, SFC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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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듈 및 서브 시스템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박막태양전지모듈, 세정/테칭장비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모듈화재료, 모듈화 장비, 진공증착재료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 박막실리콘태양전지시스템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7

주요업체
알파플러스, 제스솔라, 
주성, LG솔라에너지, 
LG전자, S-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품목 박막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BOS

수입의존도 중 중

기술수준 72 62

주요업체

경동솔라, 대한테크렌, 
삼성전자, 심포니에너지, 

썸텍, 이엔이시스템, 주성, 
찬성에너지, 코오롱, 

한국철강, LG마이크론, 
LG전자

금비전자, 세방전,엘스콤, 
이화전기, 헥스파워

R&D지원 
필요도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품목 기판재료 모듈화재료 세정, 에칭장비 증착장비
모듈화장비

Laser, 
Laminator등

진공증착재료
(Gas, Target)

수입의존도 중 대 중 대 대 대

기술수준 77 95 70 82 86 85

주요업체
비아트론, 
이건창호, 
찬성에너지

맥스컴,윌링스, 
이엔이시스템, 

진흥공업, 
찬성에너지, 
한국쓰리엠, 
해성쏠라

디엠에스, 
KCTech

디엠에스, 
비아트론, 아바코, 

알파플러스, 
에스에프에이, 
주성, 테쓰

에스에프에이, 
이오테크닉스, 
주성, 참엔씨, 

해성쏠라

소디프신소재

R&D지원 
필요도

중 중 중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소 소 대 중 중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 96 -

3. CIGS 박막 태양전지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에 해당하는 3차품목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전력변환장치와 기판재료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모듈화장비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증착장비

Supply Chain 내용

품목 CIGS박막태양전지시스템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53

주요업체
심포니에너지, 

알파플러스,LG솔라에너지, 
LS산전, S-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CIGS박막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BOS

수입의존도 중 대

기술수준 61 63

주요업체
삼성전자, 심포니에너지, 
텔리오솔라, LG마이크론, 

S-에너지
엘스콤, 윌링스, 헥스파워

R&D지원 
필요도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소

품목 기판재료 모듈화재료 증착장비
모듈화장비

Laser, 
Laminator등

진공증착재료
(Gas, Target)

수입의존도 대 대 중 대 -

기술수준 60 75 80 70 -

주요업체
아르케솔라, 코오롱, 

한국쓰리엠, 한글라스, 
KCC

진흥공업, 한국쓰리엠, 
KCC, LG마이크론

디엠에스, 선익, 아바코, 
알파플러스

 디엠에스, 여의시스템, 
이오테크닉스, SFA

없음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중 -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소 대 대 -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수출산업/국산화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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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풍력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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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에서 흡수, 회전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플랜트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전 세계 풍력산업은 연평균 12% 이상 고성장하여, '12년 시장규모는

1,120억불로 확대 전망

ㅇ 유럽 중심 시장에서, 아시아 및 북미 시장으로 확장 추세

* 유럽 풍력 협회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전력소비량의 12%를 풍력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으며, 약 70GW까지 해상 풍력발전을 늘릴 계획

ㅇ 누적 설치용량 ‘07년(94GW)→'15년(929GW)→'30년(3,484GW)

□ 풍력발전시스템 대형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및 육상풍력 입지

포화로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한 해상풍력시장 확대 추세

- 풍력산업은 우리의 우수한 중공업/조선/해양건설기술 접목을 통한

조기 기술선도국 진입으로 세계시장 점유가 가능한 분야

- 기술력/자금력 보유 소수기업이 세계 풍력시장 지배

* 덴마크(Vestas), 스페인(Gamesa), 미국(GE), 독일(Enercon)이 전세계 시장 70%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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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기술선진국은 2∼3MW급 육상풍력의 기술 고도화(고신뢰성, 경량화,

저소음화)로 시스템 경쟁력 추구

* 현재 세계시장 주력모델 : 1.5∼2.5MW(세계시장의 50% 점유, ‘06년)

ㅇ 육상단지의 포화 및 환경, 민원 문제로 해상풍력시장 확대 전망

- 시스템 대형화로 경제성 확보

- 해상풍력단지의 대형화

* 해상풍력 설치예정(‘20년): 유럽 38.6GW, 미국 5.8GW, 캐나다 2GW

③ 주요기업 동향

□ 국내에서는 750kW, 2MW, 3MW등 시스템 위주 기술개발이 추진

되었으나 시장진입이 지연(실증/상업 운전실적 확보 노력중)

ㅇ 2MW 풍력발전: (효성중공업, 유니슨) 기술개발 후 실증단계

ㅇ 저풍속용 2MW 풍력발전: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단계

ㅇ 해상풍력 3MW, 5MW: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기술개발단계

ㅇ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일부 요소부품 수출중)

- 수출품목 : 발전기(현대중공업), 타워(동국S&C) 등

- 해외의존 : 메인베어링(전량 수입, 최근 물량부족으로 납기 3년)

블레이드(제작 가능하나 설계능력 부족)

증속기(설계/제작능력 부족)

당면과제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Low COE(Cost of Energy)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발품의 상업 운전실적 확보 필요

* 높은 발전량(성능향상: 부분부하 효율향상등), 주기기 설치가격 저가화(너셀,
블레이드 경량화), 낮은 유지보수 비용(신뢰성, 유지보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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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기술개발품(2MW, 3MW)의 대규모 실증/상용화 발전단지 조성을 통하여

납품실적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세계시장 조기 진입 유도

ㅇ세계수준 개발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병행 추진(5MW

대형 해상풍력 등)

□ 국산풍력 개발품(2MW, 3MW)은 상용화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운전실적 및 운영 노하우 확보

ㅇ육상풍력: 20MW 규모의 2개 상용화 시범단지 조성(‘09～’12년)

ㅇ해상풍력: 300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 (‘10～’15년)

- 민간기업이 단지조성 추진코자하나 민원, 부지확보, 규제 등으로

장시간 소요

ㅇ풍력발전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정밀 풍황조사 실시

- 기술선도국 수준 고정도 풍황 예측: 現 1.5×1.5km
2
→ 0.1×0.1km

2

- 풍황조사사업 추진, 풍력단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풍력발전 이용확대

* NEDO(일본, ‘00∼’05년): 풍황조사 439개소, 시스템 설치·운전: 31개소

ㅇ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블레이드 : 공력설계, 신소재 개발(시스템 성능 향상, 경량화)

- 주축 베어링 : 우수한 단조산업 이용 조기 국산화(납기단축)

- 증속기 : 설계, 제조 기술개발(장수명)

ㅇ우수한 조선/해양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 풍력발전 미래시장 선점

- 5MW급 대형 시스템 개발, 대규모 해상단지구축/운영 기술개발

- 장기적으로 5∼10MW급 부유식 등 대수심 해상 풍력발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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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수출주도형

육상풍력시스템

- 2MW급 육상용 국산 주력품목

- 전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국산

풍력 양산시 수출 전망이 밝음

- 효성중공업(2MW) ‘10년 양산

유니슨(2MW) '09년 양산

현대중공업(1.65MW) ‘10년 양산

대단지용

해상풍력시스템

- 3MW급 해상용 풍력발전

-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 두산중공업(3MW) ‘10년 양산

장기
투자
품목

차세대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

- 5~10MW급대형해상용풍력발전시스템으로, 세계풍력

주력상품(‘15년 이후)

- 미래 수출시장 선도를 위해 필요한 품목으로,

풍력 기술선진국도 전략적으로 개발중

- 효성중공업(5MW) 기술개발 중

미래형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

- 대수심 해상풍력 시장 선점(‘20년 이후)

- 풍황은 양호하나 수심이 깊은(50m 이상)

해상지역 풍력발전 경제성 향상

- 원천기술개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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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국산풍력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진출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12.5 101.1

세계시장점유율(%) 5 30

수출(억원) 33,500 435,000

내수(억원) 20,000 125,000

CO2 감소(천tCO2) 302 3,319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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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풍력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신흥국의

저가/저신뢰성 시스템과의 차별화된 전략 필요

ㅇ (전략1) 우수한 재료, 부품산업 인프라 활용으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ㅇ (전략2) 5MW이상 초대형 풍력, 해상풍력등 기술적 우위 확보

□ 또한, 국산풍력발전기의 신뢰성 향상, 상용화 실적 조기 확보 필요

ㅇ국산풍력 실적 확보 :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단지 구축

* 발전사업자와 연계한 국산풍력 도입, 지방보급사업연계 등 국내보급을
통한 시스템 신뢰성 향상, 실적확보로 수출진입

ㅇ핵심부품 국산화 및 질적 향상

* 스마트 블레이드, 고신뢰성 증속기, 주축베어링, 제어시스템 등

□ 대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대규모 단지운영, 대수심용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ㅇ 5∼10MW급 시스템, 해양건설기술 접목 부유식 풍력발전 실증연구 등

□ 수출주도형 육상풍력 시스템

ㅇ (단기) 국내에서 개발한 2 ~ 3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으로 육성

ㅇ (장기) 국내에서 개발한 2 ~ 3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주요 핵심

부품 중심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으로 육성

□ 대단지용 해상풍력 시스템

ㅇ (단기) 국내에서 개발한 3MW 풍력발전시스템을 주력으로 개발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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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3~5MW 풍력발전시스템의

관련 인프라를 주력으로 개발

- 실증 사이트를 제공, 해상 풍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단지 개발 전체를 향후 전략 품목으로 육성

□ 미래형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

ㅇ (장기) 부유식 기초 및 부유식용 3MW 시스템 개조 개발 후 장기적으로

5 ~ 10MW급의 대용량으로 확대하여 시장 대응

□ 구성품 및 부품

ㅇ국산화 및 수직계열화로 안정된 Supply Chain 확보

② 사업화전략

□ (단기) 주력상품 先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

ㅇ 2∼3MW급 기술개발품의 대규모 실증/보급 연계 상용실적 확보

ㅇ국산풍력 신뢰성/가격성/유지보수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Low COE)

ㅇ구성품/부품 국산화 및 수직계열화로 안정된 Supply Chain 확보

□ (장기)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및 대규모 단지운영기술 수출산업화

ㅇ육상풍력(2∼3MW급) 경쟁력 강화 : 수입대체 및 수출상품화

ㅇ해상풍력(5MW∼10MW급) 시스템 및 대규모 단지개발을 전략품목으로 육성

ㅇ대수심용 부유식 풍력발전시스템등 개발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 3MW 개조(pilot) → 5MW 개조 → 10MW급 부유식모델 개발

ㅇ시스템/발전업체 동반 해외시장 진출

* 대규모 단지설계/구축, 운영기술 및 국산시스템등 수출상품의 펙키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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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개선

□ 한전 송전계통 및 배전계통 접속규정 완화

ㅇ현재 풍력단지에서 접속시 한전 변전소까지 전용선로 신설 필요

-민원 발생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비용 증가

ㅇ대용량 풍력발전단지(20MW 이상) 인근의 한전 송전계통 접속시 송전

선로에서 접속(T분기) 허용

ㅇ배전선로 접속시 3MW 이상의 발전기도 배전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접속 허용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2012년)
누적치

장기(2030년)
누적치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수출주도형

육상풍력

- 1～2MW개량기술및실증
-단지운용기술확보
-핵심부품/소재개발

400 1,600 1,000 3,200 6,200

대용량

해상풍력

- 2～3MW해상풍력시스템개발및실증
-시스템신뢰성향상기술개발
-단지설계/운영기술

280 1,440 620 2,380 4,720

차세대

초대형

- 5MW급시스템개발
-핵심부품개발
-계통연계기술
-해상풍력기초구조물/설치기술개발

320 2,780 1,500 11,950 16,550

미래형

부유식

-기초구조물설계기술
-시스템제어기술개발
-육해상실증
-단지설계/운영기술

100 300 600 3,200 4,200

총계 1,100 6,120 3,720 20,730 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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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풍력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82%

- 3극특허비율 : 7%

ㅇ픙력발전 시스템의 최신기술비중은 평균 73%수준이나 특허경쟁력은

42% 수준

- “초대형 발전기 기술(직접 구동형, 초전도 등)“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고신뢰/초경량 증속기 기술“ “스마트 블레이드 기술

“ “전력변환장치 기술“은 최신기술 비중은 높게 나타났으나 특허경

쟁력은 다소 미흡

ㅇ해상풍력발전의 최신기술비중은 75%에 이르고 있으나 특허경쟁력은

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부식 방지 및 기밀 유지 기술”, “원격진단/제어 시스템 감시진단

기술”, “해상용 기초기술”은 최신기술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특

허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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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수출주도형 육상풍력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과 시스템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Rotor Blades, Main Gearbox, Yaw & Pitch Drive, Main &

Generator Bearing, Power Transformer, Hydraulic & Cooling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Tower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Yaw & Pitch Bearing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수출주도형육상풍력발전시스템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55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유니슨, 한진,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효성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품목명 RotorBlades Gearbox Bearings Generator
CastIron&

ForgedItems
Towers Controllers

수입의존도 대 중 중 대 대

기술수준 40 60 60 83 65

주요업체
광동FRP, 

도하인더스트리, 
테크,KM

효성, 
두산중공업

없음
보국전기, 유니슨,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효성 

유니슨, 
현대중공업, 

CASCO

동국S&C, 스패코, 
유니슨, 효성, 

Win&P

유니슨, 한진, 
현대중공업, 
효성, KERI, 

KIER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소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소 대

품목명 MainGearbox Yaw&PitchDrive
Main&GeneratorB

earing
Yaw&PitchBearing PowerConverter PowerTransformer Hydraulic&Cooling

수입의존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기술수준 50 50 50 90 58 50 50

주요업체
현대중공업, 

효성

경인정밀기계, 
선진정공, 
성보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신라정밀
플라스포, 

현대중공업, 효성
 현대중공업, 

효성
현대중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중 대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중 중 중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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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용량 해상 풍력 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발전시스템부터 부품/소재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베어링, Pitch/Yaw drive, Fabric, 승강기시스템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타워, 실리콘 코어, Conductor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Core 재, Frame, 플랜치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대형육해상풍력발전시스템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7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타워 베어링
Pitch/Yawd

rive
냉각/윤활
시스템

변압기 인버터

수입의존도 대 대 중 대 대 대 중 대

기술수준 70 65 65 100 50 50 80 90 70

주요업체
광동FRP, 

도하인더스트리, 
현대중공업, KM

두산중공업
, 

현대중공업

보국전기, 
현대중공업, 

효성

동국S&C, 
스패코, 
유니슨, 

한라산업개발
, Win&P

 신라정밀, 
일진글로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

업
현대중공업, 

효성
플라스포, 

현대중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중 대 대 소 소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중 대 대 소 소 대

3차품목 수지 Fabric Core재

볼트
및Pl
atfor
m

접착
제

Infusi
on용

부자재

Castin
hmate

rial

Forgingm
aterial

Bearing
실리콘
코어

영구
자석

Cond
uctor

Fra
me

철강판 플랜지
승강

시스템

수입의존도 대 대 소 - 대 - 중 대 대 대 소 대 중 소 소 대

기술수준 60 50 90 - 60 - 50 80 50 100 100 100 100 100 100 50

주요업체 국도화학
한국화

이

삼진금속
, 

연합화스
너

없음
국도
화학

없음
CASC

O
유니슨

일진베
아링, 
평산

포스코
현대
중공
업

현대
중공
업, 

LS전
선

거상, 
보국
전기, 
현대
중공
업

동국제
강, 

현대제
철

태웅, 
평산

현대중
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 대 - 중 소 소 중 대 중 소 소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 대 - 중 중 대 대 대 중 중 소 소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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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연료전지

2009. 5





- 113 -

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청정·고효율 발전장치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친환경 에너지 수요와 분산전원 체계 확대로 기존 화력발전 대비 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연료전지 발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북미, 일본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전망> <발전용 연료전지 세계 시장 규모 예측>

ㅇ건물용 연료전지는 일본, 한국, 중국,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15년 1,000MW, ‘20년 3,200MW이상의 세계시장 형성 전망

* 1~수십kW급 연료전지, ‘07년까지 세계적으로 7천대 (일본 80%, 미국 15%) 돌파

ㅇ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moderate 시나리오에 따라 ‘10년까지 20GW,

’20년까지 96GW로 성장 예측

*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비중 (%) : 17~20 (’20) ➔ 28~30 (‘30) (WADE('05))

ㅇ파생시장으로 무정전,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존재

* 전세계 UPS, 연 10 % 내외의 높은 성장률로 ‘10 년 3,200 만대의 시장 예상

* 전 세계 선박용 보조전원 시장 규모는 연간 7,581 MW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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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미래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 선진국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보급사업, 표준화 사업 진행중

* 건물용 PEMFC : 일본 2009년 상용화 목표로 시범보급

* 분산발전용 MCFC: 미국 FCE사에서 실증완료, 포스코파워에 기술이전

* 분산발전용 SOFC: 선진국에서 2015년 MW급 상용화 목표

ㅇ국내 건물용 PEMFC는 시범적용 수준, 발전용 MCFC는 기술도입 제품

실증 및독자모델개발 중, SOFC는 산·학·연중심으로핵심개발에주력, 투자

③ 주요기업 동향

□ 일본 Ebara-Ballard社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물용 PEMFC 스택 적용

시스템 기술 보유, 내구성 확보 및 가격저감에 주력

□ 미국 Fuel Cell Energy社에서는 MCFC 350kW~2.8MW급을 상용화,

전세계에 80여기 보급, 터빈복합, 차압발전연계 등을 추진중

□ 영국 Rolls-Royce社에서 SOFC 시스템 전반에 걸친 원천핵심 기술 확보중

□ 국내의 경우, 부품 국산화, 시스템 설계·제작·운전기술 개발 중심으로

투자 확대중

* 건물용 PEMFC : GS퓨얼셀, 퓨얼셀파워, 효성

* 분산발전용 MCFC: POSCO 파워, 두산중공업

* 가정용/분산발전용 SOFC: POSCO 파워, 삼성SDI, 삼성전기

당면과제

□ 초기 보급시, 국내 연료전지산업 보호 방안

□ 해외기술도입과 국내자체개발 Win-Wi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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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재․부품 국산화, 원가절감 및

고부가치 제품개발, 제품성능의 신뢰성 및 수명 향상 필요

ㅇ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물용 PEMFC, 발전용 MCFC, SOFC 등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

□ 건물용 PEMFC

ㅇ 해외 선진 기술 대비 가장 취약한 부품․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 강화

ㅇ 초기 보급 사업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양산 기술 및 설비 투자 유도,

동시에 부품, 소재 등의 Supply Chain 전반의 국산화 기술 확보

□ 발전용 MCFC, SOFC

ㅇ 기술인수를 통한 국산화 및 생산체제 구축

- FCE(美) 기술 단계별 인수 및 국산화

* `08년, BOP → `10년, 스택 → `12년, 스택구성요소

- BOP 공장건설로 생산기반 구축 후, 전 공정 대량생산 체계 구축

ㅇ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초기시장 개척 및 대형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 연료전지 특성을 활용하여 플랜트 연계형 MCFC, 하이브리드,

열병합용, 선박용 등 응용기술개발로 시장 확대

-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터빈연계(하이브리드) 및 시스템 대형화로

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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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건물용 PEMFC

- 고분자 멤브레인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1～수십

kW급 연료전지로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

- 연료전지 조기상용화 및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에 기여

-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서 가정의

광열비 절약

분산발전용 MCFC

-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수백 kW ～

수십MW급 정치형 연료전지

- 가격, 수명, 효율, 출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상업화에 근접한 연료전지로 분산발전 연료

전지 초기 시장선점에 기여

- MCFC 기술 국산화로 고부가가치 국내고유

모델 개발

건물용 SOFC

-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1～수십

kW급 연료전지로 40%이상의 고효율 발전가능

- 귀금속 촉매 미사용으로 가격저감에 유리하고,

효율이 높음

-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서 가정의

광열비 절약

장기
투자
품목

분산발전용 SOFC

-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수백kW～

수십 MW급 연료전지로 47%이상의 고효율

발전가능

- 현존 연료전지중 효율이 가장 높으며, 수명

향상 및 가격저감 가능성이 높음

- 고효율 연료전지를 이용한 대형 중앙발전소

건설

IGFC

- IGCC와 연료전지(MCFC 혹은 SOFC)의 복합

발전 시스템

- 저가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효율, 청정

발전 시스템

- IGFC와 FC의 컨버전스를 통하여 환경, 효율,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앙발전시스템 구축



- 117 -

Ⅲ. 비전 및 목표

2015년 세계 1위 연료전지 강국 실현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3.5 48.8

세계시장점유율(%) 5 30

수출(억원) 10,300 203,000

내수(억원) 4,700 68,000

CO2 감소(천tCO2) 80 2,634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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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건물용 PEMFC

ㅇ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 획득전략

- 보조기기(BOP)류 개발 : 보조기기 전체를 포함하며 관련기업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주도 단기 전략과제로 추진

- 핵심소재 국산화개발 : 고분자전해질막, 전극촉매, 카본페이퍼,

개질기용 촉매 등 핵심소재의 국산화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발전용 MCFC, SOFC

ㅇ기술 인수를 통한 기술격차 조기 해소

- 선진사 기술 단계별 인수 및 연료전지 공장건설을 통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

ㅇ스택 및 BOP의 생산기술 확보 및 국산화

- 셀⋅스택 양산기술 : 정부지원하에서 관련기업이 포괄적 참여하여

개발 추진

- 보조기기(BOP)류 개발 : 정부지원하 고온 연료전지용 보조기기

표준화 및 개발 과제 추진

ㅇ연료전지 수명⋅신뢰성 향상 기술

- 단전지, 밀봉재, 분리판/집전체 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 요구되며

정부주도의 중장기 과제 추진

- 시스템 제작 및 운전기술은 관련 기업주도의 과제 추진



- 119 -

② 사업화 전략

□ 1단계 (‘09년 ~ ’12년) : 상용화 기반 구축

ㅇ소재부품 표준화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으로 원가절감

ㅇ가정용 PEMFC 및 분산발전용 MCFC 보급으로 연료전지 초기시장 개척

ㅇ가정용 SOFC, MCFC 국산화, 상업용 PEMFC 등 기술 개발 완료

ㅇ UPS, Backup 전원용 PEMFC, 선박용 MCFC 등 파생 시장 진입

□ 2단계 (‘13년 ~ ’20년) : 대형화 및 수출산업화

ㅇ시스템 대형화 및 양산기술 최적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ㅇ해외시장 본격진출 및 수출산업 육성

ㅇ분산발전용 SOFC 기술 개발 완료

□ 3단계 (~‘30년) : 수소에너지 경제 선점

ㅇ석탄가스화기술과 연계한 수소생산/운송 시장개발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부품국산화율에 근거한 보조금 및 발전차액 차등지원제도

ㅇ 국내 실증기반이 외국제품의 시연회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 까지 산업보호 및 육성

ㅇ 국산화율을 반영한 차등 지원책 마련될 경우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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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
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건물용
PEMFC

- 그린홈보급확대를위한실용

화기술개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

-양산기술개발

-실증및보급

87,000 87,000 250,000 250,000 674,000

발전용
MCFC

- MCFC시스템개발

-고부가가치MCFC제품개발

-부품, 소재국산화(인프라구축)

46,000 46,000 250,000 250,000 592,000

고효율
SOFC

-건물용SOFC

-분산발전용SOFC

-신기술개발(대체소재등)

-부품소재국산화및양산

43,000 43,000 450,000 450,000 986,000

IGFC

- IGFC핵심기술

-시스템연계운전기술

-시스템개발기술

530,000 530,000 1,060,000

총계 176,000 176,000 1,480,000 1,480,000 3,3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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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가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특허는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73%

- 3극특허비율 : 32%

ㅇ건물용 PEMFC은 특허기반이 우수한 전략품목(최신기술비율 72%, 특

허경쟁력 66%)으로 분석됨

- “카본계 몰딩분리판과 무코팅 금속분리판의 소재-가공 연계 양산기

술“ “M-BOP,E-BOP의 양산기술“ “시스템 현장 적용 운전기술“ “시

스템 양산제조 기술“ “탄화수소계 및 고온형 MEA 국산화 및 양산

기술“은 최신기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허경쟁력은 50%이

하 수준을 보임

ㅇ발전용 MCFC의 특허경쟁력은 우수(67%)한 것으로 분석

- “플랜트연계형 MW급 시스템“ “스택구성요소 및 핵심 BOP 구성기

기 국산화” “MCFC용 고온 부품·소재 개발“의 특허군은 최신기술

비중과 특허경쟁력이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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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OFC의 최신기술개발 및 경쟁력확보 현황은 우수하게 나타남

- 신기술비율 77%, 특허경쟁력 66%

- “고성능 스택 설계 기술 및 제작 기술“ “가스 터빈 하이브리드 기

술“ “고온 M-BOP 및 E-BOP 국산화 및 양산기술“ “시스템 대형화

및 운전 기술“ “고성능 단전지 설계 및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은 최

신기술개발 현황이 60% 이상으로 우수

- “고성능 스택설계기술 및 제작기술”의 기술개발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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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건물용 PEMFC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듈과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E-BOP, 전해질막, 전극촉매, GDL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M-BOP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 건물용연료전지시스템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77

주요업체
삼성전자, 오선텍, 

퓨얼셀파워, 효성, GS퓨얼셀 

R&D지원 
필요도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스택 연료변환기 M-BOP E-BOP

수입의존도 중 중 대 대

기술수준 60 77 78 65

주요업체
삼성SDI, 퓨얼셀파워, 

GS퓨얼셀
삼성SDI, 오선텍,퓨얼셀파워, 

한국가스공사, GS퓨얼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마이크로필터, 명화공업, 
오선텍, 헬리코파워

다스테크
 벡셀, 플라스포, 

헬리코파워, 효성, LS산전

R&D지원 
필요도

대 대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중

품목 전해질막 전극촉매 GDL 분리판 연료변환촉매

수입의존도 대 대 대 중 대

기술수준 58 64 50 64 73

주요업체

경동나비엔, 
대주전자재료, 

삼성SDI, LG전자
l

대주전자재료,삼성SDI, 
오선텍, 한국타이어, 
희성촉매, LS산전

벡셀

대양산업, 동아화성, 
벡셀, 

승림카본,퓨얼셀파워, 
한국타이어, 효성, 
GS퓨얼셀, LS산전

에코프로, 코캣, 
GS퓨얼셀

R&D지원 
필요도

중 중 중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대 중

   주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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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용 MCFC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듈과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MBOP, 전극, 분리판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분산발전용 MCFC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 분산발전용MCFC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77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스택 EBOP MBOP

수입의존도 대 대 대

기술수준 65 71 55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헬리코파워

다스테크, 삼천리, 
포스코파워, 포스콘, 

퓨얼셀파워, 한국가스공사, 
헬리코파워, 효성, LS산전

두산중공업, 오선텍, 코레드, 
포스코파워, 포스콘, 효성, 

LG전자

R&D지원 
필요도

대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품목 전극 전해질 매트릭스 분리판

수입의존도 대 대 대 대

기술수준 60 70 72 6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희성촉매, LS산전
두산중공업, 포스코,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한국타이어
대양산업, 두산중공업, 

포스코파워

R&D지원 
필요도

소 소 소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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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발전용 SOFC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시스템 부문부터 부품/소재 부문까지 전체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MBOP, 파우더, 밀봉재, 집전체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 건물/분산발전용SOFC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65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성SDI, 

포스코파워, 한국전력공사, 
K-being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스택 EBOP MBOP

수입의존도 대 대 대

기술수준 65 69 53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성SDI, 

포스코파워, 한국전력공사

다스테크, 벡셀, 
삼성엔지니어링, 삼천리, 

포스코, 포스코파워, 
퓨얼셀파워, 한국가스공사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파워, 
포스콘, 효성, 

K-being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품목 파우더 셀 밀봉재 집전체 분리판

수입의존도 대 대 대 대 중

기술수준 61 70 60 60 77

주요업체

대주전자재료, 
삼성SDI, 엠스, 
포스코파워, 

한창산업, CMTech

삼성전기, 삼성SDI, 
세라파워, 포스코, 

포스코파워
포스코파워 포스코파워

대양산업, 동아화성, 
포스코, 포스코파워, 

CMTech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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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전력IT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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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전력IT는 전력기술과 IT 기술을 융복합하여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전력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전 세계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ㅇ ‘20년까지 약 70% 증가, ’30년까지 2배의 전력수요량 증가 예상

* 2004년 : 14,376TWh → 2030년 : 28,093TWh

□ 전력설비 및 기기의 신규 투자 및 노후설비 교체 시장 확대

세계 전력설비 시장 예측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06)

ㅇ 신흥 경제국가들의 대폭적 신규 투자 (중국 연평균 12%이상 증가)

ㅇ 미국 : ‘50~’70년대의 노후설비 교체 주기 도래

* 전세계 전력설비 시장 (‘30) : $10Trillion(Electricity Market Outlook/IEA WEO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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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경쟁국 기술 “스마트그리드”

ㅇ [미국] 미국의 경우 전력망의 첨단화, 고도화를 통한 Smart Grid 체계

구축을 위한 “Grid 2030” 프로젝트 (51개 기업, 연구소 참여) 추진

ㅇ [일본] 신재생에너지 기반 Micro-Grid 사업을 통해 5개 실증 단지 구축

□ 국내 기술 “전력IT"

ㅇ ‘05년부터 국내 전력망 첨단화, 고도화를 위한 전력IT사업 추진 중

ㅇ전력IT 사업 결과물의 실증 및 차세대 전력서비스체계 구현을 위한

전력IT 실증단지(Test Bed) 구축을 위한 사업 착수 (‘08)

ㅇ세계적 수준의 전통적 중전기기 기술과는 달리, 부품 및 정보처리 기

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

③ 주요기업 동향

□ 기존의 중전기기에 IT를 융․복합한 디지털 중전기기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변화 추세

ㅇ현재는 TM T&D(일), GE(미), JAEPS(일)의 5개 기업 독식 (80%이상)

ㅇ한국은 3개 대기업(LS산전, 현대 중공업, 효성) 매출 규모가 1위 기업

인 TM T&D사의 10%에 못 미침

당면과제

□ “국가 인프라 의존형” 산업으로 시장의 가치사슬 구성이 어려움

ㅇ 원인 : 전력가격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전력시장의 왜곡

ㅇ 최대 수요자인 전기 사업자의 니즈 부재, 국내 시장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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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전력IT 실증단지(Test Bed) 확대 (‘12년 3,000가구 → ’30년 전국규모)

ㅇ전력IT 성과물의 조기 상용화 및 실계통 운전 Reference 확보를 통한

업체들의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신재생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 확대 대응

ㅇ 안정적,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기술 및 전력

계통 신뢰성 확보가 중요

ㅇ 분산전원 연계성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오픈 플랫폼 구축

□ 고도화, 첨단화 된 신 전력서비스 체계 (한국형 Smart Grid) 구축

ㅇ Smart Grid 구현을 위한 기술(센서, 기기, 통신, 보안, 표준) 고도화

ㅇ 실시간 전력정보, 전력거래 및 시각화 (visualization) R&D 추구

□ 친환경․고효율/디지털 전력시스템으로 전력시장 패러다임 전환 대응

ㅇ IT를 융․복합의 디지털 중전기기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급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전력시스템 개발 및 전력변환/이

용 효율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국가의 그린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 공급

ㅇ 태양광 100만호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 전력IT 기술 확보

ㅇ 성공적 보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시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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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스마트배전시스템

- 다수의 분산전원과 다양한 형태의 전력망이
연계되는 통합배전망 운영시스템

- 전세계 전력부문 신규 투자 중 42%의 비중
차지

- 분산전원을 수용한 배전망 연계 운영 가능

- 환경친화적 배전 기기 시장 점유

전력관리시스템 (PMS)

- 전력망의 곳곳에, 대량의 전력저장장치와
전력전자 스위치를 설치, 수요 및 분산전원
의 변동성을 완충하고 유무효전력을 제어
관리하는 시스템

- 87조원(‘20년) ➔ 12조원(’30년)
- 발전자원의 이용율 향상, 에너지 비용 최소
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 전력 수요의 time-shift 달성, 전력 에너지 자
원의 이용율 증대를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

Electric 
Meter

Load
Controller

In-Home
Display

PCTPCT
`̀

`̀

`̀

LAN

HAN

WAN

Router

Concentrator

HAN : Home Area Network
LAN : Local Area Network
WAN : Wide Area Network

AMI AMI 
ServerServer

CIS CIS 
SystemSystem

WEB WEB 
SystemSystem

Billing Billing 
SystemSystemNMSNMS

Utility Utility 
AreaArea

AMI AMI 
ServerServer

CIS CIS 
SystemSystem

WEB WEB 
SystemSystem

Billing Billing 
SystemSystemNMSNMS

Utility Utility 
AreaArea

HAN/NAN용
Dual Modem

CDMA/xDSL/Cable 등
공중망용 모뎀

NAN용 모뎀

AMI 시스템

- 최종 소비자와 전력회사 사이의 전력 서비
스 정보화 인프라로 공급-수요 상호 인지
기반의 수요 반응 실현의 핵심 수단

- 북미 및 유럽 시장 2조8천억원 (‘10년)

- 다양한 유형의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구
현을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 시스템

장기

투자

품목

유연전력시스템

- 전력 공급과 수요에서 큰 변동이 발생할 경
우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 전세계 전력부문 신규타자 규모 1.1경원
(IEA, WEO 2006)

- 신재생에너지원과 연계한 최적 안정화 운영
전력 시스템 실현

- 전력시스템 자산관리 및 설비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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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차세대 한국형 신 전력서비스 체계(Smart Grid) 구축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4.5 99.3

세계시장점유율(%) 1 10

수출(억원) 20,000 870,000

내수(억원) 16,200 89,000

CO2 감소(천tCO2) - 9,578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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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전력 시장 혁신을 위한 기술적 플랫폼 인프라 先 확보

ㅇ전력가격 신호 교환 및 처리 체계 수립

ㅇ패킷 에너지의 실시간적 에너지 거래 체계의 기술적 확보

ㅇ 기 진행 중인 전력IT 플랫폼 기술 상용화 전략 추진

기 술 추진년도

한국형 에너지관리 통합 IT화 기술 ‘05

디지털 변전시스템 기술 ‘05

지능형 송전망 운용 제어기술 ‘05

배전자동화 기술 ‘05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05

PLC기반 유비쿼터스 전력통신망 기술 ‘05

전력 IT 표준화 기술 ‘06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07

기 추진 전력IT 기술개발 과제

□ 테스트베드 환경의 전력IT 기술 모듈화 및 활용 기술 확대

ㅇ ‘09년 현재 추진 중인 전력IT 테스트베드 사업 의무 연계형 R&D 추진

ㅇ표준화 규격 및 운용 기술 확보를 통한 확산 요구 기술 개발

□ 국제 협력을 통한 전력전자 응용 및 부품 기술의 확보

ㅇ장기간 시장 형성이 요구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정부 주도 R&D

ㅇ선진국간 기술 수준 차이가 높은 반도체 및 제어 기술 분야의 다

국적 협력 개발 및 라이센싱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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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배전 시스템

ㅇ국내 배전 계통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있으나,

표준화가 미비한 분야의 국제 협력 추진

ㅇ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DC 배전 연계 시스템 기술을 민간 중

심으로 조기 확보

□ 전력 관리 시스템

ㅇ민간주도의 전력저장장치 기술을 Outsourcing 후 정부 주도의 수

천 이상 Cell급 BMS 기술 확보에 주력

ㅇ네트워크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및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수준의 의사 결정 모델 기술은 정부 주도의 국제 공동

연구로 확보

□ AMI 시스템

ㅇ AMI 표준의 NAN/WAN 기술의 SoC (System On a Chip) 실현

ㅇ국내의 우수 IT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전력 서비스 분야 MDMS

(Metering Data Management System) 기술 노하우 축적

□ 유연 전력 시스템

ㅇ민간 기업 중심의 Plug-in 연계 하드웨어 기술을 시작으로 산학

연 협동의 가변성 예측 기술 확보

ㅇ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실시간 제어/운영 기술 확보

ㅇ정부/민간 협력의 전력정보 시간/공간 데이터 warehouse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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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 전력IT 전략 제품 패키지 조기 상용화

ㅇ ‘05년부터 추진된 전력IT의 주요 전략 제품 시장 조기 진입

ㅇ국내시장에서의 조기 사업화 성공을 바탕으로 수출 기반 마련

□ 정책 연계형 R&D 추진

ㅇ 국내의 설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력 가격 실시간 연동제 도입

ㅇ 그린에너지 기술 확대의 시범 사업에 참여

□ 해외 신규, 대체 수요 시장 겨냥 사업화 전략 추진

ㅇ 국내 성공 사례 기반 해외 전력 시스템 수요 대응 수출 전략 추진

ㅇ 해외 유틸리티 기업의 M&A를 통한 수출 거점 마련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실시간 전력 거래제도 도입

ㅇ 고정된 전기가격으로 전기 난방 에너지 낭비 심화

ㅇ 소비자의 가격 인식으로 국가 전력 수 퍼센트 수준의 소비 절감 가능

ㅇ 전력 소비 절감분에 대한 국가 전력공급 투자비를 절감 가능

□ 전력설비 통합형 일괄 (Turnkey) 구매로 개선

ㅇ 현 전력설비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기기별 구매 형식

ㅇ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의 일괄 상품화가 필수

ㅇ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先 국내 시장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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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스마트배전

-스마트배전운영시스템

-스마트배전기기

- DC배전운영시스템

- DC서비스아키텍쳐

310 310 170 170 790

전력관리
시스템

-배터리패키징

- BMS

- ECM

- PMS

310 310 170 170 790

AMI 시스템

- Smart Meter 기술

- Network Integration 기술

- Home DR기술

-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기술

52 25 52 89 218

유연전력
시스템

-분산전원유연연계기술

-전력시스템상시감시및진단

-전력시스템실시간제어/운영기술

-전력시스템유연성확장기술

-전력정보시각화관리기술

230 1,855 742 545 2,827

총계 902 2,500 1,134 974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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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전력IT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

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5%

- 3극특허비율 : 8%

ㅇ스마트 배전 시스템

- “DC 서비스 아키텍쳐 설계 및 가전기기 기술“ “IEC 61850기반 스

마트 배전운영시스템 기술“ “스마트 배전기기 기술“ “DC 배전연계

시스템 기술“는 공통적으로 최신기술의 비중이 50%부근으로 나타

났으며 전반적으로 특허경쟁력은 낮은 편으로 보임

ㅇ전력관리시스템

- “(K-Cell급/M-Cell급) BMS“ System On Chip 기술“ “장수명화 기

술“ “Storage Network Architecture 설계 및 구현기술“ “대전력용

배터리 패키징 기술“ “유무효전력 통합관리 시스템 연동“ “변ㆍ배

전 기기 최적화“ “DC Service & Green House 구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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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Level Decision Support: 3D GIS Visualization“ “전력거래

체계 연동“ “Hybrid ECM Using Super Capacitor“ “(kW급/MW

급) ECM“ “DA & SA 연동(배전자동화 및 디지털변전소 연동)“

“Smart Meter, AMI 연동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전반적으로 최

신연구 비중은 높았으나 특허경쟁력은 미흡

ㅇAMI 시스템

- “Plug & Play, OTA firmware upgrade” 관련 특허군은 최근특허

비중은 높았지만 특허경쟁력은 아직 미흡

- “Open Standard 부합화 기술” “Two Way network Module SoC”,

“MDMS”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은 낮았지만 특허

경쟁력은 우수

ㅇ유연전력시스템

- 최신기술비율 8%, 특허경쟁력 69%

- 전반적으로 최신기술 비중은 낮았지만 특허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한

전략품목으로 분석됨

- “신재생에너지원의 Plug-in 연계 H/W“ “실시간 4D GIS 구현/분석

“ “전력시스템 광역 실시간 제어/운영 기술“ “전력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IT 적용 기술“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시스템 유연성

확보 기술“ “Data Warehouse 구축“은 최신기술 비중은 높았지만

특허경쟁력은 미흡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전력품질 보상장치 개발

/적용” 및 “HVDC를 이용한 전력시스템의 분할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 기술의 비중은 낮았지만 특허경쟁력은 우수한 분야

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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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전력 관리 시스템(PMS)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듈과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Battery Packaging, ECM, PMS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PMS, Cost-down 기술, System On chip BMS, K-Cell

급 BMS, EMS-Level Decision Support: 3D GIS Visualization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PMS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95

주요업체 없음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Battery Packaging BMS ECM

수입의존도 대 대 중

기술수준 78 82 73

주요업체  삼성SDI, 현대중공업, LG화학
루텍, 에이티솔루션, 파워로직스, 

현대중공업
 세니온, 현대중공업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품목명

대전력
용배터
리패키
징기술

장수명
화기술

Cost-
Down
기술

System 
On chip 

BMS

.K-Ce
ll급B
MS

M-C
ell급
BMS

KW급ECM
MW급
ECM

Hybri
dECM
Using
Super
Capa
citor

Storag
eNetw
orkArc
hitectu
re설계
및구현
기술

DA&
SA연
동

유무효
전력통
합관리
시스템
연동

EMS-L
evelDe
cisionS
upport:
3DGIS
Visuali
zation

Smar
tMet
er, 
AMI
연동
기술

DCSer
vice&G
reenH
ouse구
축기술

전력거
래체계
연동

변·배전
기기최
적화

수입의존도 중 대 대 대 대 중 중 중 대 중 중 중 대 대 중 중 중

기술수준 80 88 95 98 95 80 80 80 95 80 79 75 95 88 80 80 77

주요업체
한국전
력연구

윈

한국전력
사, 

현대중공
업

 
현대중
공업

에이티솔
루션, 

현대중공
업

 
현대중
공업

현대중
공업

비츠로
시스, 

에니게
이트, 

프로컴
시스템, 
한국전
력공사, 
현대중
공업, 
효성

루텍, 
세일시스

템즈, 
프로컴시

스템, 
한국전력

공사

현대중
공업

한국
전력
공사, 
한국
전력
연구
윈

한국전
력공사

세일시
스템즈, 
한국전
력공사

광명전기, 
세니온, 

한국전력공
사, 

한국전력연
구윈, 

현대중공업, 
효성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소 소 대 대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중 중 대 대 대 대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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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I 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시스템 및 모듈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Home-DR, Open Standard Smart Meter, TwoWay

Network Module SoC, Programmable Control Thermostat & Home Load

Controller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In-Home Display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WAN 통신, CDMA/GSM 연계기술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명 SmartMeter HAN/NAN 통신 WAN 통신 Home-DR MDMS

수입의존도 대 대 중 중 중

기술수준 70 70 80 60 70

주요업체
루텍, 한전KDN, 

현대중공업, LS산전
한전KDN, 현대중공업, 
ABISystems, LS산전

누리텔레콤, 세니온 없음  누리텔레콤, 한전KDN

R&D지원 
필요도

대 대 소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중

2차품목명
PowerQuali

tyMeter

Tamper
DetectM

eter

Open 
Standard 

Smart 
Meter

3GPLC
USN(ZigBe

e)

TwoWay 
Network 
Module 
SoC

Wibro/Wima
x연계기술

CDMA/G
SM연계기

술

In-HomeDi
splay

Programma
bleControlT
hermostat&
HomeLoadC

ontroller

EnergyCo
nsulting&
PQMonito

ring

OMS/CIS&
LoadForec

asting

SubMeterin
g&Billing

수입의존도 중 대 중 대 중 대 중 중 대 중 중 대 중

기술수준 70 70 60 70 60 50 80 80 70 60 70 70 80

주요업체

광명전기, 
네오피스, 

루텍, 
프로컴시스
템, 효성

현대중공
업

현대중공업
젤라인, 

현대중공
업

비츠로시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
업

세니온, 
현대중공업

 
광명전기, 
세니온, 
세일시스

템즈, 
현대중공

업

현대중공업, 
ABISystem

s
ABISystems

광명전기, 
한국전력

공사

한국전력공
사, 

현대중공업

루텍, 
한국전력공

사

R&D지원 
필요도

소 대 대 대 대 대 소 소 대 대 소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대 대 중 소 소 대 중 소 소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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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배전 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스마트배전기기, 스마트 스위치, Plug-In 분산전원 PCS, 친

환경 배전기기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스마트배전시스템과 스마트배전운영시스템개발기술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HAN 제어 및 연계기술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스마트배전시스템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한국전력공사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스마트배전운영시스템 스마트배전기기 DC배전연계시스템 DC서비스및가전기기

수입의존도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70 60 80 80

주요업체
에니게이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연구윈, 한전KDN, 현대중공업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세니온, 인텍, 

현대중공업, LS산전
KT 삼성SDI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품목명

스마트배
전망최적
구성및운
영기술

스마트배전
운영시스템
개발기술

스마트배
전통신제
어장치개
발기술

스마트 
스위치

Plug-In 
분산전원 

PCS

친환경 
배전기기

고효율 
직류 

배전망 
설계기술

직류 
배전용 

요소기기 
개발기술

직류/교
류 계통 
연계기

술

PHEV 
인프
라 

구축 
기술

직류 
서비스 
경제성 
평가 
기술

HAN 
제어 
및 

연계기
술

직류기
반 

가전 
개발 
기술

직류배전 
표준화 
기술

수입의존도 소 중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70 80 80 60 60 60 70 70 80 70 80 90 80 70

주요업체 세니온

비츠로시스
, KEPCO, 
한국전력연

구윈, 
한전KDN, 
LS산전

세니온, 
인텍, 

한전KDN, 
현대중공

업

LS산전, 
비츠로테

크

LS산전, 
세니온, 
효성, 

현대중공
업

LS산전, 
인텍, 

풍산전기

KEPCO, 
KERI

LS산전, 
인텍

KEPCO, 
KERI

KEPC
O. 

KERI

KEPCO, 
KERI

LG, 
삼성 
등

LG, 
삼성 
등

KEPCO, 
KERI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중 중 대 중 중 중 대 대 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대 대 대 중 대 중 대 중 대 대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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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에너지저장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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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및 전력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장치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전력 에너지저장은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요 기술

ㅇ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신재생 보급 확대

- 현재 에너지저장은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저탄소 사회 구현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 예정

* 중대형 에너지저장 시장규모는 ‘15년 기준 약 480억불 예상하며 이중 신재생용 91

억불로 예측되나 현재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더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30년 전력저장 세계시장규모는 646조원 (전력저장 348조, 차량 298조)

ㅇ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

- 플러그인 및 전기자동차 개발에 따른 자동차용 이차전지 수요 증가

* 전기 자동차 시장은 2017년 $200억 2020년 $3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

ㅇ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Peak 부하 관리 및 운용효율 향상의 필요성 증대

- Global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 활용효

율은 저하 추세

* 전력수요는 '10년 21.0조KWh에서 '20년 27.5조KWh으로 년 2.7% 증가함에 따라

발전용량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수요 편차는 심화되어 설비 활용률은 계속 저하

- 발전량과 발전 시점이 불규칙한 신재생 발전이 확대되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 증대

* '10년부터 '20년까지 풍력은 172GW에서 709GW, 태양광은 22GW에서 160GW로

각각 증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 '10년 2.0%에서 ’20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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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세계 각국은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개발과 응용시스템 보급에 박차

ㅇ국제적으로도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일본, 유럽, 미국, 호주 등)

- Solion Project :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의 전력회사, 전지 업체,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연구소 등을 참여시킨 에너지 저장용 리튬

이온 전지 개발을 주도 (75개 실증사업을 거쳐 '12년경 사업화 목표)

<Solion Project 추진 개념>

- SEGIS-ES Project : 미국의 태양광 발전의 계통연결을 위한

Storage 연계 사업(DOE를 중심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

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 일본은 NEDO 주도로 대용량 전지 개발 로드맵을 추진중 (NGK

가 NaS 전지를 사업화 하였고, 미쯔비시, 엘리파워, GS-Yuasa

등이 리튬이온전지 개발 진행)

* 미쯔비시 : 14kWh급 Li-ion 가정용 시스템및 산업용저장시스템, 자동차용 Li-ion 전지 등

* SHARP : 태양전지용 LIB사업을 위해 DNP, 다이와House와 합작법인(Elly Power) 설립



- 147 -

③ 주요기업 동향

□ 리튬이온전지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 산업분야로,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집중 투자

ㅇ삼성 SDI는 ‘12년 300원/Wh Cost 달성을 목표로 수십kWh급 리튬이온전지

셀 개발 계획

ㅇGS Caltex는 2010년부터 슈퍼커패시터용 탄소소재의 본격적인 양산으로

2011년부터 동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 용 음극재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10년 양산 계획

ㅇ SK에너지는 중대형 리튬 전지 실증 라인을 2008년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011년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

ㅇLG화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 전지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2009년 현대자동차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공급할 예정

□ 선진국의 기업들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전략

품목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용
V2G

장주기 대응 단주기 대응

주요

업체

미쯔비시

(日)

Sharp(日)

Saft(佛)
Altairnano(美)

미쯔비시(日)

Ener1(美)

주요

현황

14kWh급

Li-ion전력

저장시스템

개발

Sharp는 Elly

Power 설립

Saft는 SOLION

Pjt. 진행

Lithium Titanium

Oxide기술 활용

Ancillary

기술 개발

미츠비시는 EV용 전지

개발 및 Biz모델 확립

Ener1는 HEV/EV 용

전지개발 및 2009년도

상용화

당면과제

□ 에너지저장 기술은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기성과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집중 육성 필요

ㅇ 그러나 에너지저장 실증단지나 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어,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시장창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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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향후 시장은 대형화 위주로 진행될 것이므로 대형화(대용량화) 방향

으로 집중 기술개발 추진

ㅇ 현재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NiMH 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

너지 밀도가 낮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략에서 배제

➡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개발 역량,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

력을 감안하여 리튬이온전지를 집중 육성할 필요

□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필요

ㅇ이를 위해서는 중대형 전지용 핵심 소재기술 개발이 필수적

- 양극 등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임

ㅇ중대형 이차전지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및 실

증연구가 가장 절실

ㅇ중용량(MWh급 이하) 리튬전지는 조기 상용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대용량

(MWh급 이상) 리튬전지는 장기과제로 추진

□ 대형 전지시스템의 단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ㅇ대용량 리튬이온전지는 조기상용화가 어려우므로 RFB(redox flow

battery)의 조기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유도

- Flow battery는 NaS와 달리 개선의 가능성이 많아 원천기술 확보

가능하고, 국내의 우수한 공정설계 기술과 접목하여 독자기술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 높으며, 연관 산업의 국내 인프라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

* 삼성전자 및 효성에서 RFB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 사업화 전략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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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가정용전력저장시스템

-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
나 심야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타임에 사용
함으로써 전기이용효율을 높이는 장치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거의 없으므로 조기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

신재생용전력저장시스템

<단주기대응>

- 풍력발전처럼 불안정한 전력을 저장하여 안
정적인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 풍력발전을 계통에 안정적으로 물리기 위해
필수적

- 풍력, 태양광 발전기에 저장시스템을 결합하
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V2G용 전력저장 시스템

- 40마일 이상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25kWh급 저장시스템

- 고밀도의 안전한 셀의 개발과 이를 컨트롤하
는 Battery Management System의 개발이 급
선무

고효율 RFB 시스템

- Redox Flow Battery는 MW급 저장시스템을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 혁신소재의 개발이 핵심으로, 고출력/고밀도
의 소재개발과 시스템의 저가화가 중요

장기

투자

품목

신재생용 전력저장시스템

<장주기 대응>

- 리튬이온 배터리로 RFB의 성능을 내는 것이
장기적 목표

- Wh당 300원 이하의 제품으로 10년 이상 구
동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관련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앞서 개발된 제품의 기술
력을 토대로 지속적 혁신 유도

에너지저장 혁신소재

- 리튬이온전지의 저가화, 고밀도화, 고신뢰성,
고출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소재 개발

- 장기적으로는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수 있
는 차세대 배터리와 그 핵심소재 개발이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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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중대형 전력저장용 에너지저장 선도국가로 도약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2.7 58.1

세계시장점유율(%) 7 27

수출(억원) 6,500 296,000

내수(억원) 5,200 28,000

CO2 감소(천tCO2) 533 13,748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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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리튬이온전지 소재

ㅇ양극, 음극, 전해액, 격리막의 네 가지 핵심 소재를 대상으로 함

- 핵심 소재는 향후 시장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주도의

자체개발 추진

- 해외인력유치 등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단기에 성과 도출

* 현재 모든 세부 기술별 기술수준은 일본 대비 80%이상이므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수준 확보 가능

□ 리튬이온전지 CELL

ㅇ Cell 제작은 기본적으로 국내업체(삼성 SDI, LG화학, SKME,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 위주의 자체 연구개발 추진

ㅇ 시스템 실증 및 장기 성능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는 정부에서 실증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모색

□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ㅇ BM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지 cell

업체에서 함께 기술개발이 가능하므로 cell 제작과 연계하여 기업체

위주의 기술개발 추진

- BMS 분야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크므로(50% 수준) 단기에 기술수준

격차 해소에 주력

- 단기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ㅇ BMS 표준화/제도화의 경우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정부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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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Power Management System)

ㅇ전력 계통연계를 위한 기술 위주로 개발

- 신재생 부하평준화 및 전력계통연계 보호 등을 주 타겟으로 설정

- 국내 해당분야 연구자의 맨파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학연

공동으로 국내 자체개발 프로그램 추진

□ Redox Flow Battery

ㅇ RFB는 아직 효율이 낮아 아직 효율향상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음

- 공정 시스템 기술이 중요하므로 국내 인프라 활용 가능

- 현재는 관련산업 기반이 없지만 조기에 확대 가능성 높음

-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 및 효성 등에서 사업성 검토 중

※ NaS의 경우는 일본 NGK 독점이고 핵심기술(베타알루미나튜브)의 개선이 거의 어려

울 것으로 인식

ㅇ현재 flow battery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

※ 일본(6MW), 미국(2MW), 호주(750kW), 아일랜드(12MW), 덴마크(15kW), 독일, 영국

ㅇ 단기에 RFB 핵심기술을 개발할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의

점유가 가능하므로 자체역량을 활용한 독자기술 개발 필요

- 고전압 redox couple 및 고용해도 용매는 자체개발, 전도성 분리막은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

※ 현재 에너지저장 관련 R&D는 요소기술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고,

전략품목들의 요소기술 구성이 동일하므로, 기술획득전략은 요소기술로

구분하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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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전략

□ 실증사업을 통한 국내시장 조기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

ㅇ에너지저장 장치는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장기간에 걸

친 실증사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한전 및 타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의지가 필요

- 전기요금누진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 IT 연계 기술개발 필요

○ 가정용 전력저장 장치 실증사업

- 현재 추진중인 ‘그린홈 100만호 사업(~’30)‘과 연계하여 일부 시

범주택(10만호)에 적용 (전력IT 사업과도 연계 필요)

- EV 보급과도 직접 연계되며 충전인프라 등 인프라 부분도 함께 실증

○ 신재생에너지용 전력저장장치 실증사업

- 제주도 풍력발전 단지를 대상으로 계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ㅇ중소기업 위주의 소재기업 육성하고 전력계통(PMS) 업체와 연계함으

로써 국내에서 supply chain 상 total solution 제공 가능하도록 추진

ㅇ가정용, V2G 및 신재생 에너지용 저장시스템 운영 Know-How 확보

(전력 계통연계를 위한 기술 위주, 필요시 선진업체와의 협력 도모)

□ 단계별 기술획득 및 시장확보 전략

년도 ‘09년 ~ ’12년 ‘12년 ~ ’20년 ‘20년 ~

단계 시장형성기 진입기 확대기

응용

분야
- 가정용 및 V2G

- 가정용, V2G 시장진입

- 신재생용 보급

- 신재생용 확대

- 대용량 전력저장로

영역 확대

타겟

시장
- 국내 및 이머징 시장

- 국내 및 해외시장

개척

주요

전략

- 기술확보 중심

- 실증사업을 통한 전력

운영 시스템 확보

- 산업 Infra 확충

- 가정용 전력저장 시스템

사업화 추진

- 신재생용 및 대용량

분야로 영역 확대

- 시스템 역량 확보

- 신재생 에너지용

시장 확대

- 대용량 전력 저장

시장 확대

- 소프트웨어 역량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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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개선

□ 신재생 발전출력 안정화용 전력저장시스템 설치 의무화

ㅇ출력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신재생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력품질 및 계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늘어나게 됨

ㅇ신재생 발전으로 100kW 이상 발전량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발전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저장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 주야간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및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ㅇ가정 및 EV용 전력저장의 보급을 위해서 심야 전력요금 할인함으로써

자발적 수요 창출할 수 있으며 peak time 전력수요 분산에 기여 가능

- 가정용 전력저장 시스템의 초기 설치비 보조는 시장 확대에큰기여 가능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가정용
에너지저장
시스템

-비Co계저가양극소재및저가graphite소재
- 100Ah급대용량셀안전성설계및양산기술
- 14kWh급모듈설계및imbalance제어기술
-전력계통연계가정용시스템integration기술

120 200 - - 320

V2G용
에너지저장
시스템

-V2G용소재/부품기술
- V2G용대용량셀설계및양산기술
-V2G용모듈(BMS) 기술

100 150 100 200 550

신재생용
에너지저장
시스템
(단주기)

-고출력나노입자활물질기술
-고출력장기저장및cycle신뢰성기술
-MW급대전류대응모듈및BMS기술
-MW급급속충방전대응시스템(PMS) 기술

160 200 100 200 660

Redox Flow
Battery

-고에너지밀도소재기술
-고출력밀도소재기술
-저가격시스템기술

30 50 50 100 230

신재생용
에너지저장
시스템
(장주기)

-고안전성저가양극및 음극소재양산기술
- 100Ah급대형셀안전성및고속양산화기술
- 1MWh급imbalance제어BMS설계기술
-대용량전력계통연계전력제어시스템(PMS)
기술

120 150 100 400 770

총계 530 750 350 900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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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에너지저장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76%

- 3극특허비율 : 31%

ㅇ소재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65% 이상으로 우수

-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동향과 특허

경쟁력 모두 보통수준

- “격리막”, “전해액” 특허군은 최신기술확보와 특허경쟁력 측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

ㅇCELL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평균 50%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

- “대용량 단전지 설계”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특히 최신기술확보 측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단전지 제조 공정” “고성능, 저가 기판” “신뢰성 기술”은 최신기술

및 특허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



- 156 -

ㅇBMS의 최신기술비중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특허경쟁력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남

- “BMS H/W 소형화“ “BMS 신뢰성“ “BMS 표준화“ “핵심 알고리즘“은

최신기술개발은 활발하나 특허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PMS의 최신기술개발 및 특허경쟁력은 평균 50%이상으로 대체로 우

수함

- 구체적으로 “제어장치”는 최신연구 비중이 높으나 특허경쟁력은

30%수준에 머무름

- “PMS 운용 소프트웨어” “전력변환장치”는 최신기술확보 및 특허경

쟁력이 다소 미흡

ㅇ RFB의 최신기술개발은 70%를 초과할 정도로 우수하고 특허경쟁력

또한 60%에 근접

- “고전압 Redox couple 재료 설계/합성”은 해당특허수는 적지만 최

신연구 개발이 활발한 분야

- “고내구성 및 전도성 막 개발”은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분야로 나타남

- “고용량화를 위한 고용해도 용매개발” “고출력을 위한 고전도성 재

료개발”은 상대적으로 최신기술 및 특허경쟁력 확보측면에서 미흡

한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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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가정용 전력 저장 장치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BMS 및 PMS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모듈, F/W, 변환장치, BOP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가정용 전력저장장치, Li-ion Cell, 양극, Pakaging

부품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가정용 전력저장장치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95

주요업체 없음

R&D지원 
필요도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Li-ion Cell BMS PMS

수입의존도 대 중 소

기술수준 95 88 60

주요업체 삼성SDI, LG화학, SK에너지

삼성SDI, 에너테크, 카보닉스, 
코캄엔지니어링, 한국파워셀, 

LG화학, SB-LiMotive, 
SK모바일에너지, SK에너지

한국전력공사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품목명 양극 음극 전해질 격리막 Pakaging부품 모듈 PCM F/W
변환장

치
BOP S/W

수입의존도 대 중 대 대 대 대 중 대 대 대 대

기술수준 97 84 78 93 96 63 73 45 43 65 69

주요업체

삼성SDI, 
코캄엔지니

어링, 
LG화학, 
SK에너지

삼성SDI, 
삼아알루미늄, 
새한미디어, 

에너테크, 카보닉스, 
코캄엔지니어링, 

LG화학, 
SB-LiMotive, 

SK에너지

에너테크, 
테크노세미켐, 

LS전선, 
SB-LiMotiv, 
SK에너지

대정이엠, 
셀카드코리아, 

욱성화학, 
코캄엔지니어링, 
SB-LiMotive, 

SK에너지

더불유에이블, 
율촌화학, 

코캄엔지니어링, 
SB-LiMotive, 
SK에너지, 
W-SCOPE, 

넥스콘테
크, 

삼성SDI, 
코캄엔지
니어링, 

SK에너지

넥스콘테크, 
대정이엠, 
삼성SDI, 

새한미디어, 
엘엔에프신소재, 
코캄엔지니어링, 

SK에너지

넥스콘테
크, 

삼성SDI, 
SK에너지

넥스콘테
크, 

이화전기
, 

헥스파워

이화전기, 
헥스파워

넥스콘테크, 
대정이엠, 

소디프신소재, 
카보닉스, 

한국전력공사, 
LS전선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중 소 중 중 중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대 대 중 중 대 대 대

양극활물질 바인더 도전제 집전체 음극활물질 바인더 집전체

수입의존도 중 대 대 소 대 대 대

기술수준 91 100 100 80 88 100 88

주요업체

삼성SDI, 
엘엔에프신소재, 
코캄엔지니어링, 
SB-LiMotive, 

SK에너지

코캄엔지니어링 코캄엔지니어링 삼아알루미늄
소디프신소재, 

코캄엔지니어링, 
GS칼텍스

코캄엔지니어링
일진소재산업, 

LSMtron

R&D지원 
필요도

대 중 중 중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중 대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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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2G용 전력저장장치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BMS와 PMS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V2G용 전력저장장치, BMS, PMS, 전해액, H/W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분리막, 포장재, 바인더, 도전제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V2G용 전력저장장치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66

주요업체 LG화학, SB-LiMotive,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Li Ion 전지 BMS PMS

수입의존도 대 대 대

기술수준 93 63 50

주요업체
삼성SDI, 코캄엔지니어링, LG화학, SB-LiMotive, 

SK에너지, SK케미칼
넥스콘테크, 삼성SDI, 코캄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품목명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포장재 집전체 바인더 도전재 H/W S/W

수입의존도 중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기술수준 98 86 70 98 100 85 100 100 50 60

주요업체

대정이엠, 
엔에프
신소재, 

코캄엔지
니어링, 

SK에너지

소디프신소재, 
카보닉스, 

코캄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에너지

욱성화학, 
테크노세미

켐, SK에너지

셀카드
코리아, 
코캄엔지
니어링, 

SK에너지

율촌화학

삼아
알루미늄, 
일진소재산
업, LSMtron

코캄엔지
니어링

코캄엔지
니어링

넥스콘테크, 
코캄엔지
니어링, 

파워로직스, 
SK에너지

넥스콘테크, 
LG화학, 

SB-LiMotiv
e,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중 중 중 소 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중 대 중 소 대 소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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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용(단주기)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BMS와 PMS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PMS, PCM, F/W, S/W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BMS, 양극, 음극, 격리막, Packaging 부품, 음

극 집전체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신재생에너지용(단주기)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EIG배터리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Li-ionCell BMS PMS

수입의존도 중 중 대

기술수준 95 93 60

주요업체
모간, 삼성SDI, 코캄엔지니어링모간, 삼성SDI, 

코캄엔지니어링
삼성SDI, 코캄엔지니어링, EIG배터리, 

LG화학, SK에너지
한국전력공사

R&D지원 
필요도

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품목명 양극 음극 전해질 격리막 Pakaging부품 모듈 PCM F/W 변환장치 BOP S/W

수입의존도 중 중 중 대 대 중 대 대 중 대 중

기술수준 93 90 65 95 100 68 63 45 56 65 45

주요업체

삼성SDI, 
코캄엔지니어

링, 
EIG배터리, 
LG화학, 
SK에너지

삼성SDI, 
코캄엔지니어

링, 
EIG배터리,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

테크노세
미켐, 

EIG배터
리, 

SK에너지

셀카드코리아, 
SK에너지

율촌화학, 
코캄엔지니어링, 

SK에너지

넥스콘테크, 
삼성SDI, 

코캄엔지니
어링, 

IG배터리, 
SK에너지

넥스콘테크
, 삼성SDI, 
코캄엔지니

어링, 
SK에너지

넥스콘테
크, 

삼성SDI, 
SK에너

지

넥스콘테
크, 

맥스컴, 
윌링스, 

이화전기, 
헥스파워

이화전
기, 

헥스파
워

넥스콘테크
, 맥스컴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중 소 소 소 소 중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양극활물질 바인더 도전제 집전체
음극활물

질
바인더 집전체

수입의존도 중 - - 대 중 - 대

기술수준 90 - - 80 88 - 88

주요업체

삼성SDI, 
엘엔에프신소
재, 일진소재, 
코캄엔지니어

링, 
EIG배터리, 
SK에너지

없음
코캄엔지
니어링

삼아알루미늄

소디프신
소재, 

코캄엔지
니어링, 

EIG배터리

코캄엔
지니어

링

일진소재, 
LSMtron

R&D지원 
필요도

중 - - 중 대 -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 - 중 대 -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 161 -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LED조명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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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신 광원 LED를 이용한 조명으로, 에너지 고효율성과 친환경 특성

의 범국가적 조명 혁신과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전략기술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조명 세계 시장, ‘08년 1천억달러 규모로 백열등과 형광등이 대부분

□ 세계 조명 기구에 의한 소비 전력은 2조 1,000억 kWh로 연간 17억톤의

CO2 배출

* 우리나라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소비 비중은 20%

* 백열전구 : 15lm/W, 형광등 : 80lm/W

2015년까지 국내 조명의 약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매년

약 160억 kWh의 전력 절감과 약 680만톤의 CO2 저감 기대

* 이는 백만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

(지식경제부보도자료, ‘08. 5, "LED산업은 21세기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키로")

□ LED 조명 세계 시장, ‘08년 약 34억달러 규모로 고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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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기술원, ‘08,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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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전문 LED 기업과 조명업체간 인

수합병 후 경쟁적인 수직 계열화 추세에 있음

* GE : 조명의 갤코어 인수 및 니치아(日)와 패키지 기술 제휴

ㅇ과거 웨이퍼-칩 중심에서 패키지/모듈/시스템 중심으로 이동, 신규

응용 분야 창출에 집중적으로 경쟁

□ LED관련 업체는 대부분 패키지 업체로 서울반도체, 삼성전기와 LG이

노텍을 정점으로 제휴 메이커가 네트워크를 구성

ㅇLED 조명 부품인 형광체, Resin, 전극용 소재 등은 수입에 의존적이

며, 기술의 종속성이 너무 크고 로얄티 부담 가중되는 상황

ㅇ국내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LED 소자 관련 핵심 기술 업체는 전체의

18% 수준이며, 응용분야가 약 73% 정도

ㅇ핵심 소재 및 응용관련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로서 경쟁력이

해외 선진사들에 비해 낙후

국내 LED 관련 분야별 업체 분포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7)

당면과제

□ 백열등 및 형광등을 대체가 LED 조명의 성공요인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

효율, 가격 문제 해결이 필수

□ 국내 기업은 독자적 R&D를 추진, 선진기업으로부터의 특허 및 표준화 공세에

단독 대응하는 실정으로 국가 수준의 전략이 시급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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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LED 일반조명 분야 전략제품 성장 동력화

◦ LED 응용 분야 중 일반 조명 분야의 고속 성장 예상

* LED 조명 세계 시장 :　34억달러 (‘08)

◦ 건물 및 주택의 일반조명 분야의 전략품목 선정

* LED 조명 보급 30% (‘15년), LED 조명 세계 시장 점유 30% (‘30년) 목표화

□ 광효율 향상과 가격 저가화,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 해결

◦ 세계 조명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3대 주요기업은 LED 업체의

M&A를 통해 수직 통합을 추진 중

◦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웨이퍼에서부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자체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LED 조명에 대한 투자 확대 예상

□ 전략품목 목적형 기술개발 추진

◦ 전략품목 value chain 전반의 요구 기술 확보

◦ 효율 및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 개발

추진

□ 선진국의 특허봉쇄, 표준화 선점 등 기

술 쇄국 현상에 국가적 대응

◦ 공통기술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유

◦ 해외 기술 공세 공동대응 및 시장에

의한 산업 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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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평판형 LED 조명

- LED 평판 조명은 기존 형광등을

교체할 수 있는 LED 조명 기구

- 직관형 형광등을 이용한 건물 조

명기기가 약2.5억대로 가장 널리

보급 가능

다운라이팅 LED 조명

- 백열등, 할로겐등 다양한 기존 램

프를 대체하는 천정 설치 형태의

주 조명

- 일반 가정용에 비해 장시간 점등

이 요구되는 경우 수명에 있어 백

열등에 비해 10배 이상이므로 교

체 시 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

효과가 큼

교류구동형 LED 전구

- 소켓형태로 전원이 공급되는 교류

구동형 LED 전구

- 백열전구 시장 퇴출로 조기 시장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의 경우 연간 2천만개 물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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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2015년 LED 조명 대체 30%, 2030년 세계 시장 30% 점유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19.2 111.6

세계시장점유율(%) 12 30

수출(억원) 79,500 580,000

내수(억원) 2,800 38,000

CO2 감소(천tCO2) 3,063 9,680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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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민간]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위한 효율 향상 기술 역량 확보

ㅇ조명용 칩 및 모듈 제조 기술

ㅇ저가화 생산 기술 및 신뢰성 향상기술

□ [정부]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통 핵심 부품 IP

(Intellectual Property)를 확보하여 관련 기업의 공동 활용

ㅇ방열부품 등 신뢰성 향상 소재 및 부품

ㅇ광 효율 향상을 위한 광학 소재 및 부품

ㅇ조명제어 및 네트워크 기술

정부와 민간 R&D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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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LED 평판조명 저가화 전략 추진

ㅇ [고효율화] 100lm/W 조명 효율을 위한 광원 기술 확보

- 140lm/W급 LED 칩 기술 확보

ㅇ [저가화] 표준화 플랫폼이 적용된 조명장치

- LED 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평판조명 특화 플랫폼 확보

□ 신뢰성 높은 고효율 LED 다운라이팅 조명 기술 개발

ㅇ [신뢰성] 낮은 LED 칩 접점온도 구현

- 5만시간 수명을 위한 60℃ 수준 달성을 위한 냉각 기술 확보

ㅇ [광학성능] 광효율을 고려한 최적 렌즈 설계 기술 확보

- 90% 수준의 고효율 렌즈 개발 및 다양한 빔 앵글용 2차 렌즈 기술

□ 편의성 및 신뢰도 높은 저가화 교류 구동 전구 조명 기술 확보

ㅇ [편의성] 조명장치 내장형 교류 구동 기술

- 교류구동 LED 고효율화 : 120lm/W

ㅇ [신뢰성] 교류구동 LED 특성의 고온 신뢰성 패키징 기술

ㅇ [저가화] 단위모듈 규격화를 통한 저가화 및 대량 생산 기술 확보

□ 전략제품 공통의 기술 IP 확보 “Tech. Bank"

ㅇ고효율 LED 조명용 방열 부품 및 소재 IP 확보

ㅇ 100lm/W급 LED 조명 광학 소재 IP 확보

ㅇ전원, 구동, 디밍 제어 등의 고효율 회로 기술 및 IP 확보

ㅇ인체공학적 LED 조명 광학 기술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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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 전략품목 사업군 구성

ㅇ 전략품목을 구성하는 주요 핵심 부품 공급 업체와 결속력 있는

Supply Chain 형성

ㅇ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응하는 공동 협력 체제 구축

- 상황에 맞는 성능, 가격의 요구사항 변화에 신속히 대처

- 우수 기술을 중심으로 중․소․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쉽 지속적 유지

* 경쟁력 있는 우수 기술 보유 및 확보 동기를 동시 부여

전략품목 사업화 전략

□ 니즈 대응형 R&D 협력 제체 확립

ㅇ 성능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협력 체제 확립

- 주요 핵심 기업의 사업 전략과 연동하는 산학연 R&D 협력 체제 확립

- 전략품목별 공통 핵심 기술 공유를 위한 전략품목 사업군간 협력 확대

* 전략품목 사업군별 동시 다발적인 중복투자 배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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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적 LED 기술 지적 재산화 및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한 산

업 활성화

- 주요 기업별 자체 기술을 제외한 공통 핵심 기술의 국가주도 개발

- 가칭 "LED Tech. Pool System"을 그린에너지 전담기관 중심으로 운영

- 새로운 비즈니스 플레이어의 산업 진입 지원

□ 전략품목 가격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 다각화

ㅇ 1단계 :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이상의 가격일 경우 B2B 사업 유도

- ESCO (Energy Saving Company) 사업 제휴 및 ESCO 니즈 반영

- 국내 및 주요 선진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ㅇ 2단계 : 가격 경쟁력 확보 후 완전경쟁 구도 진입

- 전략품목 사업군 중심의 일반 소비재 시장 점유 확대

- 신규 전략품목 및 그 사업군을 위한 공통핵심 기술 제공

- 고효율 LED 조명 시장의완전 경쟁 체제 활성화 및 국가간 경쟁 우위 선점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LED 조명 산업 표준 제정

ㅇ 다양한 LED 조명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규격이나 인증 부재로 제품

보급에 제약이 따름

- LED 조명 표준 평가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인증마크 부여

- 성능시험 및 표준, 인증분야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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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LED
평판조명
장치

-고효율박형화LED광원모듈기술

-평판조명규격통합제품화기술

-내구성향상기술

130 130 - 300 560

LED
다운라이트
조명장치

-고효율방열부품소재제조/응용기술

-고효율광학소재제조/응용기술

-조명기구제조및규격표준화기술

105 105 - 300 510

교류 구동
LED 전구

-교류구동LED기술

-팩키징신뢰성확보기술

-최적광학/방열하우징제조기술

120 120 - 300 540

실내조명용
공통부품

-등기구광효율향상소재및공정

-신뢰성향상소재공정기술

-조명제어기술

90 - - 300 390

총계 445 355 - 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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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LED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90%

- 3극특허비율 : 24%

ㅇ평판형 LED조명의 최신기술비중은 평균 71% 정도로 활발한 편이고

특허경쟁력은 평균 44%수준으로 나타남

- “색온도가변Dimming제어기술“ “표준조명기구설계 및 제작기술“

“고효율 회로 설계 및 제작기술“ “확산렌즈 설계 및 제작기술“ “단

위모듈 규격화 기술 수명평가 및 보증표준화기술“ “반사시트 및 부

착구조설계기술“ “취부방식 통합 디자인기술“ “확산커버 및 조립구

조설계기술“ “고효율 칩 설계 및 제조기술“은 전반적으로 최신기술

비중은 높았지만 특허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

ㅇ다운라이트조명의 최신기술비중은 평균 72%로 활발한 편이고 특허경

쟁력은 평균 41%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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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장수명 전해Cap기술“ “고내구성 전원장치 기술“ “고효율 회

로설계 및 제작기술“ “방열재료기술“ “Sensor 연동제어기술“ “표면

코팅 재료기술“ “확산커버 재료기술“ “저열저항 패키지 설계기술“

“봉지재료기술“ “고효율 형광분말 설계 및 제조기술“ “고효율 칩설

계 및 제조기술“ “방열회로 일체형 기술“ “내열성 칩설계 및 제조

기술“인 10개의 특허군 모두가 최신기술 비중은 높게 나타났지만

특허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ㅇ전구형 LED조명의 최신기술비중은 평균 76%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

나 특허경쟁력은 평균 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량화 컴팩트 제조기술“ “규격화 기술 렌즈 설계 및 제작기술“

“단위모듈 규격화 기술“ “내구성 내습성 절연기술“ “안정적 발광되

는 칩 제조 및 설계기술“ “고온신뢰성 구현기술“ “SMD기술 고효율

고연색성 구현기술“ “저열저항 패키지 설계기술“ “고전압 고효율

칩제조 및 설계기술“ “기체투과 최소화 봉지재 고효율 형광 분말설

계 및 제조기술“ “방열회로 일체형기술“ “교류전류 구동하는 칩제

조 및 설계기술“ “고온신뢰성 형광분말 제조기술“은 전반적으로 최

신기술 확보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특허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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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평판 LED 조명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확산 Cover, PCB, 하우징 등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PCB와 하우징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칩과 확산 Cover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회로기판, 전원제어, 전원부품 등

Supply Chain 내용

품목 평판 LED 조명장치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2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영, 

태원전기, 화우테크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광원(LED) 회로기판 광학기구 전원제어 방열기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중 중

기술수준 74 85 80 85 85

주요업체
루미브라이트, 삼성전기, 

삼영, 원광전자, 
LG이노텍, 에피밸리

금호HT, 삼성전기, 삼영, 
금호HT,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금호HT,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화우테크

R&D지원 
필요도

중 대 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소 대 소

품목 칩 형광체 봉지재 PCB 하우징 확산Cover 전원부품 전원기구 제어기 방열부품 방열소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대 소 중 중 소 소

기술수준 90 70 70 87 80 90 80 75 75

주요업체

삼성전기, 
에피벨리, 

루미브라이트,
삼영

없음 없음 삼영
삼영, 
태원전

기

삼영, 
욱성화학, 
화우테크

서일전자, 
삼영,금호HT
, 화우테크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화우테크

삼영, 
LG이노

텍, 
화우테크

삼영

R&D지원 
필요도

대 중 중 중 중 중 대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중 중 소 중 소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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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라이트 LED 조명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칩과 하우징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확산 Cover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방열소재

Supply Chain 내용

품목
다운라이트 LED 

조명장치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77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영

 태원전기, 화우테크, 
LG이노텍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광원(LED) 회로기판 광학기구 전원제어 방열기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중 중

기술수준 74 74 73 73 78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영, 

원광전자,LG이노텍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전기, 태원전기,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영, 
화우테크, 
LG이노텍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소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중 대

품목 칩 형광체 봉지재 PCB 하우징 확산Cover 전원부품 전원기구 제어기 방열부품 방열소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대 소 소 중 소 소

기술수준 70 80 70 85 67 67 73 67 80

주요업체

삼성전
기, 

LG,이노
텍

없음 없음
대덕전자, 
LG이노텍, 

삼영

 
삼성전

기, 
삼영, 

LG이노
텍

삼영, 
화우테크

삼영,  
LG이노텍

 삼영,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영,  

LG이노텍

삼영,  
LG이노텍

삼영

R&D지원 
필요도

대 중 대 중 중 소 중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중 중 중 중 대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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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류구동 LED 전구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PCB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방열기구, 칩, 하우징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광학기구

Supply Chain 내용

품목 교류구동LED전구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5

주요업체
삼성전기, 삼영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화우테크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품목 광원(LED) 회로기판 광학기구 전원제어 방열기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중 중

기술수준 80 80 85 80 85

주요업체
서울반도체, 삼영,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서울반도체, 삼영, 

서울반도체, 대진DMP, 
금호HT

서울반도체, 삼영, 
KEC

서울반도체, 삼영,  
화우테크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소 중 중

품목 칩 형광체 봉지재 PCB 하우징 확산Cover 전원부품 전원기구 방열부품 방열소재

수입의존도 중 중 중 대 소 소 중 소

기술수준 90 80 87 85 75 80 83 80

주요업체
서울반도체, 
서울옵티디

바이스
없음 없음

대덕전자, 
서울반도체, 

삼영, 
코리아서킷

금호HT, 
대진DMP, 

서울반도체, 
삼영

삼영, 
화우테크

삼영, AUK, 
KEC

삼영
대진DMP, 

삼영, 
화우테크

대진DMP, 
화우테크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대 중 소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중 대 중 소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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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IGCC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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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은

석탄을 고온․고압하에서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CO) 및 수소(H2)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정제한 후, 이것으로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배가스 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발전기술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전력수요 증가, 석탄이용 지속 등으로 IGCC산업 고성장 예상

ㅇ현재 전세계적으로 14기의 IGCC 플랜트(4,000MW) 운전중

- ‘14년까지 약 50기 25,500MW의 IGCC 플랜트 건설 계획

ㅇ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 노후석탄발전 대체설비 필요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경

약 250,000MW(약 8,300억불)의 거대시장 형성 전망

② 기술동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플랜트급 실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GE, Shell 등 외국 선진기업들이 핵심특허를 선점하고 있음

ㅇ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등 IGCC 기술 선진국은 정부주도하에

다수의 실증플랜트 건설/운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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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 IGCC 기술개발을 주도

- (유럽) 독일, 네덜란드가 IGCC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혼합형 연료(석탄+바이오매스, 석탄+도시형폐기물)의 IGCC를 진행

- (일본) 자체 고유모델 가스화기술의 개발 보급을 목표로 ‘07년 실증

플랜트 건설/운전

- (중국) 합성연료 생산을 목표로 지난 수년간 10기 이상의 석탄

가스화 설비 건설/가동

□ 국내에서는 개념적인 연구와 벤치급(1~3톤/일 규모) 설비의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 개발에 치중

ㅇ상용급(300MW급) IGCC에 대한 설계/건설/운전 등의 기반기술은

부족하나, 관련설비의 제작 기술은 경쟁력 보유

③ 주요기업 동향

□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300MW 실증플랜트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SK에너지 등이 가스화공정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ㅇ해외에서는 GE, Conoco-Phillips, Shell, Plenflo 등이 정부와 연계

하여 IGCC 플랜트의 건설 및 운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당면과제

□ 가스화 원천기술, 정제 등 핵심공정의 국산화, 시스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방안 확보가 시급

ㅇ세계시장독자진출을 위해서는 가스화 등 핵심공정의 고유기술 확보 필요

* 가스화공정기술은 CCS, 수소생산, CTL, SNG 및 화학원료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확장)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소수 선진국 업체들에

의한 과점 성격을 가지고 있음(Seller's Market)

ㅇ또한 상용급 플랜트의 설계부터 운전까지의 기술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IGCC 플랜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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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우선적으로 상용급 플랜트의 설계/제작/운용 등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

ㅇ ‘06년 12월 착수한 ‘300MW 실증플랜트 사업’을 통해 핵심설비 설계/

제작기술과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

ㅇ ‘12년 이후 실제 운전을 통해 설계부터 제작, 운전까지의 경험을

축적하여 수출용 모델 개발

□ 추가적인 R&D를 통해 핵심공정의 고유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

적으로 요구되는 연계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

ㅇ 600MW급 IGCC 가스화공정 고유모델 기술개발과 단위공정 국산

화를 통해 국내외 IGCC 플랜트 건설사업에 참여

ㅇ중장기적으로 IGCC 연계기술(CCS, 수소생산, CTL, SNG 등)은

300~3,000톤/일급 고유모델 가스화기에 연계하여 기술개발

※ 두산중공업은 Shell과의 가스화공정 라이센스, 가스화기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14년까지의 실증운영을 통해 가스화기 제작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계획

- 가스화기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IGCC 시장을 공략하는 Fast Follower 전략 추진

- 초기 저가수주를 통해 건설물량을 확보하고, 기술력과 경험 축적으로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 계획

* 수출용 모델의 개발과 병행하여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의 M&A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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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수출용 IGCC 플랜트

- 수출용 IGCC 플랜트 기술은 가스화플랜트,
산소플랜트, 가스터빈, 증기터빈을 비롯한 각
플랜트들의 Integration을 위한 종합설계와 플
랜트 운영기술 등이 핵심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화공, 발
전 등 플랜트산업 기술 기반 위에, 300MW
실증플랜트의 설계, 제작, 운전 경험을 결합
하면 선진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함

IGCC 핵심설비 및 공정

- IGCC 플랜트는 석탄가스화, 열회수, 합성가스
정제, 복합발전, 공기분리 등의 주요 설비들
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독자적 석탄가스화
기술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 대부분의 IGCC 설비와 단위공정은 고온고압
부식성이면서 폭발성이 높은 합성가스를 취
급하므로 석유화학플랜트에 준하는 전문성과
신뢰도의 검증이 필수

- 선진국의 차세대 단위기술들은 아직 파일롯
규모로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파일롯 설비
와 건설될 실증 IGCC 플랜트를 활용한다면
원천기술 확보 및 경쟁이 가능

장기

투자

품목

IGCC 연계 공정기술

- IGCC 연계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뉨

․청정합성연료(Clean-Synfuel) 기술: 가스
화에서 얻어진 합성가스를 DME, SNG, 수
소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차세대발전(Next-Gen) 기술: IGCC와 연료
전지를 연계한 IGFC와 같이,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접목, 에너지 전환 효율을 제고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발전기술

․탄소포획저장(CCS) 기술: 발전과정에서 발
생되는 환경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처
리 기술로서 CCS, 질소/황산화물 및 환원
물 회수처리 기술, 가스화 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등

- IGCC의 핵심인 가스화기술을 개발하면, 다
양한 연계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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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고청정․고효율 IGCC 상용플랜트 기술확보로 

청정발전플랜트 수출산업화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년) 장기(2030년)

일자리창출(천명) 0.3 4.5

세계시장점유율(%) - 10%

수출(억원) 200 25,000

내수(억원) 2,000 18,000

CO2 감소(천tCO2) - 5,947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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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Shell과의 라이센스를 통해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IGCC 설계, 제작, 운전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Fast Follower 전략 추진

□ 수출용 IGCC 플랜트

ㅇ 300MW 가스화플랜트 제작/건설의 종합설계 능력 확보

- 종합설계/건설/운영 능력 조기 확보 : 기술도입(Shell, 네델란드)

* GE 등의 선진기업들이 관련 원천기술에 대해 이미 특허장벽을 확고히 한 상태

- 공정기술 습득으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해외 A/E사와 공동개발

- 後屬호기의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자체 수행

* 국내 IGCC 플랜트 2기 정도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수출용 플랜트 모델을 설계

ㅇ개념설계 기술개발

- 공정기술 도입을 통한 자체 공정기술 Tool 개발

- 실증 플랜트 운전 자료 피드백을 통한 Tool 정확도 향상

ㅇ핵심기자재 설계기술개발

- Shell로부터 가스화플랜트 핵심기자재 Authorized Vendor 자격을

확보하여 태안 #1 IGCC 제작공급 및 수출용 상품으로 육성

□ IGCC 핵심설비 및 공정

ㅇ가스화기 고유모델 구축

- 가스화기 有경험 해외전문가의 적극 활용으로 기술개발 기간 단축

※ 가장 핵심인 가스화기 원천기술은 실증플랜트와 병행하여 개발을 수행하되,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함

ㅇ탈황공정, 미분탄공급공정 등 IGCC 핵심설비 국산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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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설비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ㅇ수소 고도화 정제분리 공정기술

- 국내 화학공정기술 기반의 자체개발 추진

ㅇ저발열량 합성가스 전용 가스터빈 발전기술

- ‘14년 한국형 300MW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국외 기술이전 업체 혹은 요소기술 보유업체와 국내 선두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 국산화

□ IGCC 연계 공정기술

ㅇCTL 합성촉매 및 공정기술 : 자체개발

- Demo 플랜트 설계 및 운전기술 확보 후 상용화

* pilot 규모의 공정기술개발은 검증 완료 상태

ㅇ메탄화 반응 촉매기술 및 SNG 합성공정 기술 : 자체개발

- 천연가스시장의 SNG 진입시기등 고려 후 단계적 추진

ㅇ저비용 고효율 CO2 포획공정 설계 기술 : 자체개발

- 현재 연구소 주관 pilot 규모의 연구중이나, 기업주관의 상용화

연구 병행 추진

◆ 300MW급 석탄 IGCC 설계 (‘06～’09)
○ 플랜트 설계기술 (90% 이상 기술자립)
- 선진기술 제휴 (RDD&D 방식)
‣ 상용급 IGCC 플랜트 설계기술 일부 도입
- 국내 시스템 설계기술 Up-Grade
‣국내 가스화, 정제 및 시스템 설계기술 활용

◆ 건설․실증운전(‘09～14)
○ 플랜트 제작, 건설, 운전기술 확보
- 건설(3년: ‘09.10 ~ ’12. 09)
‣ 효율 42%, 오염물질 제거(NOx 30ppm, SOx 15ppm)
‣ 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부지(태안) 旣 마련
- 실증설비 운전(3년: ‘12.10~’14.09)
‣ 운전기술 및 신뢰성 확보

◆ 기술보급 (‘14～)
○ 상용플랜트 국내기술로 건설, 국외수출 추진
- 국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우리기술로 대체 건설
-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IGCC 플랜트 수출 추진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 기술개발 및 건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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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전략

□ IGCC 실증플랜트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12)

ㅇ Shell社의 기술 활용으로 플랜트 상세설계 능력 조기 확보

ㅇ플랜트건설, 운영 노하우 축적 및 핵심부품 국산화

□ 선진 공정사와 제휴를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20)

ㅇ Shell社의 Authorized Vendor로 핵심기자재와 플랜트 공급

□ 독자모델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30)

ㅇ상용급 가스화기 고유모델 개발

ㅇ 600MW급 대형 플랜트 및 IGCC+CTL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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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개선

□ 설비노후에 따라 폐지계획인 석탄화력발전소를 IGCC플랜트로 대체

유도하는 등 향후 Advanced Coal Plant 건설 계획 구체화

ㅇ정부가 참여하고 한전 및 발전 5개사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형 독자 기술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

ㅇ주요 부품 및 단위 공정설비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 IGCC 조기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립

ㅇ발전사업자의 비용증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과 2012년 추진예정인 RPS를 병행 추진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수출용
IGCC
플랜트

-가스화 플랜트 설계 및
핵심기자재 제작 기술
- IGCC 종합설계기술(건설포함)
- IGCC 운영기술

670 6,800 - 430 7,900

IGCC 핵심
단위설비
공정

-고유모델 가스화기
-핵심설비 국산화 및 실증(탈황,
집진, 냉각 등)
-고효율, 고신뢰도 IGCC용
핵심공정기술
-고효율, 고성능 탈황 및
집진기술

270 270 370 1,359 2,269

IGCC
연계공정

-청정합성연료기술
-차세대발전기술
-탄소포획저장기술

160 160 500 2,340 3,160

총계 1,100 7,230 870 4,129 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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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IGCC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0%

- 3극특허비율 : 12%

ㅇ가스화플랜트 설계는 최신기술개발이 50%이상으로 활발

- “300 MW 가스화플랜트 제작 건설을 위한 설계”는 최신 기술 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분석됨

ㅇ핵심 설비 및 공정 기술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모두 우수

한 것으로 분석됨

- 최신기술비율 50%, 특허경쟁력 56%

- “고유모델 가스화기”, “수소 고도화 정제분리 공정기술”, “저발열량

합성가스 전용 가스터빈 발전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 기술

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낮은 분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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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GCC 연계 공정 기술의 최신기술비중은 70%에 이르고 특허경쟁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DME 합성 촉매 및 공정 기술”은 최신연구 비중이 높았으나 특허

경쟁력은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메탄화 반응 촉매기술 및 SNG 합

성공정 기술”, “저비용 고효율 CO2 포획공정 설계 기술”에 해당하

는 특허군은 최신기술과 경쟁력 모두 미흡한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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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수출용 IGCC 플랜트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IGCC플랜트제작건설, 가스화플랜트, ASU 등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ASU, IGCC플랜트제작건설, 플랜트 설계, 플랜트 운영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수출용 IGCC 플랜트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5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명 IGCC플랜트제작건설 플랜트설계 플랜트운영

수입의존도 중 소 소

기술수준 40 40 4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품목명 가스화플랜트 정제플랜트 발전플랜트 ASU

수입의존도 중 소 소 대

기술수준 40 60 60 1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R&D지원 
필요도

대 대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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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GCC 핵심설비 및 공정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가스화 설비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가스화설비, 가스화기, 냉각기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명 IGCC 핵심설비 및 공정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60

주요업체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A-HAPlant, Ecomaister

R&D지원 
필요도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품목명 가스화설비 정제설비

수입의존도 소 소

기술수준 59 69

주요업체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A-HAPlant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A-HAPlant

R&D지원 
필요도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품목명 석탄이송 가스화기 냉각기 슬래그처리 탈황 집진

수입의존도 소 소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72 54 57 60 70 71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Ecomaister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E&R,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A-HAPlant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중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대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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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CCS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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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CO2를

고농도로포집·압축·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 일반적으로 포집(capture)분야는 연소후, 연소전, 순산소연소 기술로 분류하고,

저장(storage)분야는 지중, 해양 기술로 분류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2008 G8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전체 CO2 배출량의 50%(48GtCO2)를 감

축해야 하며, 이는 CCS 기술을포함한 혁신기술로서 달성 가능하다고 발표

ㅇ 2010년까지 20여개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2020년까지

CCS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에 투자되는 재원은 연간 약 $10억임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발전 및 산업부문에 CCS를

적용함으로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9%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시장이 될 산업 분야는 대규모 CO2 고정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우선 적용

ㅇ 점차 시멘트산업, 철강산업,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석유 및 가스

산업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임

□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CCS 세계시장규모는 '30년

4,529억불 시장으로 성장 예상

구 분 현재 2012년 2030년

세계시장규모 - 312억불 1,358억불

한국시장규모 - 4.6억불 20.4억불

* 산출근거 :「이산화탄소회수저장기술개발에관한기술예측보고서」, 한전전력연구원, 2007

* 시장규모는 CCS의 우선 적용대상인 석탄화력발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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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특히, EU, 미국, 중동 등에서 ′17년 이후 CCS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CCS 기술력 확보 없이는 발전 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ㅇ (EU) EC 주도, ′20년 화력발전소 CO2 배출량 zero를 목표 12개 대규모

실증사업인 ZEP 프로젝트추진 중

* '10~'13년 이후미국과 EU에서발주되는화력발전소는 capture ready 개념을 도입

ㅇ (미국) DOE 주도, ‘17년까지 CCS 상용화 목표,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UAE) CCS를 통한 40% CO2 감축을 목표, ADFEC 주도로 추진 중

* ADFEC :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③ 주요기업 동향

□ 대표적인 국외 CCS 관련 업체로는 Mistubishi Heavy Industry, HTC,

SIEMENS, Cansolv, Alstom, Powerspan 등이 있음

ㅇ 기술 투자 방향 : 연소후 포집 공정 최적화를 위한 데모 플랜트 건

설을 통한 실증, 신흡수제 개발, heat integration, 석탄 화력발전에

적용하기 위한 연소 배가스 조성의 영향, Integration 최적화 기술

ㅇ 국내는 두산중공업 및 발전사 등에서 해외 플랜트 수주를 목표로

핵심기술 도입 및 공정개발, 실증사업을 추진

당면과제

□ 국내 기업이 미래 화력발전 시장에서 survival 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력을

보유해야하며, CCS 기술없는복합발전수주는제한적일것이라는전망

ㅇ ‘20년 이전에 건설된 발전소에는 연소후 포집기술이 적용가능하므로 단기

시장은 연소후 기술 시장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연소전, 순산소

연소 기술 시장도함께형성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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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연소후 회수 플랜트 실증사업 추진

ㅇ CCS기술은 대규모의 high-risk 산업이므로 실증이 먼저 이루어진

기술이 신뢰도가 높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

- 설비산업의 특성상 일부 기술 또는 기업이 CCS 시장을 선점한 후에는

타기업의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국내 중공업계는 향후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실증플랜트를

통한 기술 신뢰성 확보를 1순위 과제로 추진 중

- 상용화 기술인 아민을 비롯한 습식흡수공정의 100 MW급 이상

규모의 플랜트 실증 완료가 필요(2014년 목표)

⇒ 실증플랜트 실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토대 마련

□ 혁신적으로 비용을 저감하는 Breakthrough 기술개발

ㅇ 초기 CCS 시장은 연소후 회수 분야이나, 장기적으로는 IGCC에 연계

할 수 있는 연소전 회수 및 순산소연소 분야로 확대·이동할 전망임

- 2020년 이전에 건설된 capture ready plant에는 아민흡수 등 상용화된 습식

흡수공정의 연소후 기술을 적용하는 시장이 일정 position을 유지할 것

- 그러나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혁신적 저비용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적 공통 견해임

⇒ 혁신적으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Breakthrough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CCS 기술시장 선점

※ 비용목표 : $30/tCO2('12년) → $20/tCO2('20년) → $10/tCO2('30년)

※ 저장분야는 국내 여건상 기술개발보다는 CO2 저장잠재량 파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CCS 기술로드맵의 우선순위는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포집(capture) 기술의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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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연소후포집플랜트

- 기존석탄화력발전소연소배가스내CO2를회수

- CO2 규제가시작될경우, 단기적으로시장이확

대될전망

- 연소후흡수분야에기확보된국내독자기술및

외국 핵심기술과 연계하여, 효율적 실증사업 추

진및국제시장선도

국내 CO2 저장잠재량 평가

- 국내주요퇴적분지등CO2 저장이가능한지역

검색및선정, 잠재량평가

- 국내CCS 적용시포집이후저장문제해결

장기

투자

품목

석탄가스화용 포집 플랜트

- IGCC 발전플랜트에서발생하는CO2를회수

- 전세계적으로점차 IGCC 발전소가 증가하고있

으며, 이로인한CO2 처리기술의필요성증가

- 국내 300MW급 IGCC와연계하여실증추진

순산소 연소 플랜트

- 기존발전소를 Retrofit하여, CO2를회수

- 장기적으로 기존 발전소의 Retrofit 시장이 확대

할전망으로, 이에대응한핵심기술개발필요

- 기초핵심기술확보에주력

혁신적 포집기술

- CCS 처리비용의 80%를 차지하는 포집비용을

혁신적으로저감할수있는기술

- CCS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서 CCS

보급및시장선점효과기대

- 핵심원천기술개발에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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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한국형 CCS 기술개발 및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년) 장기(2030년)

일자리창출(천명) 0.6 36.2

세계시장점유율(%) 1 20

수출(억원) 3,500 250,000

내수(억원) 1,500 100,000

CO2 감소(천tCO2) - 15,450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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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연소후 포집 플랜트는 민․관 공동 실증프로젝트 추진

ㅇ국내 PC 또는 건설예정인 CCS ready 플랜트에 적용하여 실증

ㅇ발전사 및 중공업계의 컨소시움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남부발전의 삼척 신규 300MW 발전소에 2015년까지 CCS 설비 완공, 2017

년까지 실증 계획

* 두산중공업은 국제 CCS 프로젝트 또는 국내실증사업을 통해 기술도입한

습식 아민 흡수 기술의 실증 (100~150MW, 2014년 완료) 계획

□ 석탄가스화용 포집 플랜트는 민․관 공동 실증프로젝트 추진/국제

공동연구 추진

ㅇ국내외 건설되는 300MW IGCC 연계하여 CCS 실증 추진

ㅇ발전사 및 중공업계의 컨소시움 형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국내는 서부발전에서 IGCC 건설 추진 중

* 국외는 약 14기의 IGCC 건설 추진 중

* CCS 기술수준은 국내 연소후 포집 기술 대비 70% 수준이므로, 건식 흡수

및 분리막 등 핵심기술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

□ 순산소 연소 플랜트는 민․관 공동으로 핵심기술개발 추진

ㅇ기초연구단계이므로, 핵심요소기술개발에 집중

□ 혁신적 포집기술은 정부주도의 혁신기술개발 추진

ㅇ혁신적으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ㅇMOF, ionic liquid, hydrate, CLC 등 기초연구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 가능

□ 국내 저장잠재량 평가는 저장 분야는 기술개발보다 국내 저장 잠재량

평가를 우선

ㅇ정부 부처간 중복 추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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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전략

□ 실증플랜트 실적을 통해 기술 신뢰성 확보 및 국내 CCS 기술의 수출산업화

ㅇ 국내 독자기술 개발로 확보한 핵심기술의 국외 실증

ㅇ 혁신적으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돌파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ㅇ CCS 기술의 국내외 Demo-plant 건설 및 운전

□ 연소후 CO2 포집 기술의 실증 지원

ㅇ 실증 사업의 투자 지원

- 300MW급 신규발전소 CO2 포집 설비 투자비용이 약 4,500억원 소요

- 100MW급 retrofit CO2 포집 설비 투자비용이 약 4,000억원 소요

ㅇ CO2 포집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100~150MW PCC 설비 건설 부지 지원

- 영동화력 또는 서천화력이 유리

- 실증 Project를 정부주도로 전원개발계획에 반영

ㅇ 한전 및 발전자회사 (Utility 공급사)의 의무적 참여

- 국내의 발전사가 실증 플랜트 건설과 운용에 의무적으로 참여

- 실증 플랜트 건설비용의 50% 이상 분담

□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발판 마련

ㅇ CSLF, APP 등의 프로그램 참여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한국실정에

적합한 저장소를 선별, 공동 시범화를 통해 기술의 신뢰성 인증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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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개선

□ CO2 회수․처리 Incentive 지원

ㅇ 현재의 CO2 처리비용인 45천원/톤 ($30/tCO2)로 현실화하여 발전소로

부터 분리 회수된 CO2의 수송과 저장 Infra 구축의 참여기업을 확대

- CCS 연계 발전에 따른 운용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주어야 발전소에서 지속적 운영이 가능

□ 다량배출 업체별 CO2 감축 목표 설정 및 할당

ㅇ 대량배출 업체로 하여금 일년당 CO2 배출량 조사 보고

ㅇ 국가 감축량에 근거하여 각 업체 당 배출감축량 할당

ㅇ 감축 CO2 톤당 초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ㅇ 감축량 산정 검증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연소후

포집플랜트

-아민 흡수기술
-암모니아수 흡수기술
-고체흡수기술(건식재생흡수기술)

330 330 2,850 2,850 6,360

저장잠재량

평가

-광역지질특성평가기술
-저장부지정량평가기술
- 3DGISDB화및가시화기술

150 - - - 150

석탄가스화용

포집플랜트

-고온고압합성가스중고체CO2
흡수기술
-가스화기연계통합공정기술
-CO2/H2분리막기술
-분리막/촉매반응분리동시공정
-분리막이용가스화기연계공정

330 330 2,770 2,770 6,200

순산소

연소

-순산소연소화력발전시스템
통합/운영기술
-순산소연소발전설비요소기술
-매체순환식가스연소기술

330 330 2,250 2,250 5,160

포집

혁신기술

- Ionic Liquid
- Metal Organic Frameworks
-하이드레이트이용CO2분리공정기술

40 20 180 90 330

총계 1,180 1,010 8,050 7,960 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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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CCS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4%

- 3극특허비율 : 8%

ㅇ연소후회수플랜트는 특허경쟁력이 54%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

- “신 흡수제 개발 및 성능개선”과 “연소후 공정 최적화 기술”의 특

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미흡한 분야로 나타남

ㅇ연소전회수플랜트는 최신기술확보 및 특허경쟁력의 수준이 각 74%로

균등한 것으로 분석

- “흡수제 및 WGS 촉매공정”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

은 높으나 특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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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화기 적용 통합공정시스템 기술”은 최신기술의 비중 및 특허

경쟁력이 미흡한 분야로 분석됨

ㅇ순산소연소플랜트의 최신기술비중은 50%, 특허경쟁력은 60%로 일정

한 수준을 나타냄

- “ITM 소재 및 PC 실증” 및 “산업용 및 발전용 시스템개발” 관련

특허군과 “국내 퇴적분지 평가 및 DB구축”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미흡한 분야로 나타남

ㅇ혁신적 포집기술은 최신기술확보가 79%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이온성액체 합성 및 분석기술”은 최신연구 비중은 높지만 특허경

쟁력은 미흡

- “매체 순환식 가스연고 기술개발” “CO2 흡착용 MOF제조기술“ “하

이드레이트 이용 CO2 분리공정“을 포함하는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 및 특허경쟁력도 미흡한 분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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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연소후 회수 플랜트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공정 설계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아민 CO2 실증 플랜트, 공정 설계 기술, Packing 제작, 플

랜트엔지니어링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품목
아민 CO2 흡수

실증플랜트

수입의존도 -

기술수준 5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전력연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흡수제제조공급 공정설계기술 열에너지(스팀등)생산공급

수입의존도 - - -

기술수준 90 50 90

주요업체
삼천 외 다수의
화학품(화학회사)

두산중, 현대중, 
현대엔, 대림엔, 삼성엔

대우조선, GS건설, 대우건설
한전, 5대발전사, KOPEC

한전및자회사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품목 단위unit제작 Packing제작 플랜트엔지니어링

수입의존도 - - -

기술수준 90 50 5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두산메카텍

없음
두산중, 현대중

현대엔, 삼성엔대림엔KOPEC, 
대우건설, 대우조선, 

R&D지원 
필요도

소 소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소 소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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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청정연료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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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청정연료는 석탄, 천연가스, 바이오자원 등을 원료로 다양한 분해/

합성/정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저공해 합성연료를 통칭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지속성장을 위한 석유대체기술의 필요성이 증대

ㅇ재생에너지 시대가 석유시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기술이 나오기는 아직 요원

ㅇ화석연료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주된 흐름

□ 청정연료 세계 시장은 ‘00년 이후 고유가 트렌드에 따라 서서히 팽창

ㅇ 2008년 현재, 화석원료로부터의 변환연료가 약 40만 BPD(bbl/day),

바이오연료가 약 80만 BPD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ㅇ상용 플랜트 1기 당 보통 1~5조원의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플랜트 설계, 조달, 시공 일괄수행) 비용이 소요되어

플랜트 시장도 규모가 매우 큼

※ US DOE의 합성연료 생산량 예측 규모(만BPD, Annual Energy Outlook 2007)

   연도

분야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CTL 15 30 60 110 180 240

GTL 4 20 50 80 90 120

바이오연료 40 130 140 150 16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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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세계적으로 석유대체연료 확보를 위해 합성연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ㅇCTL(Coal to liquid) 및 GTL(Gas to liquid) 기술은 Sasol, Shell,

Chevron 등 일부 자원 메이저기업들이 상용 기술을 독점

- 자원보유국 혹은 특혜국과의 협의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여 공동 운영

ㅇ대형가스전 및 고품위 석탄 고갈로 미활용 자원인 중소형가스전 및

저품위 석탄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초기 단계

ㅇ바이오연료는 전통적인 강국인 브라질, 미국, 유럽 일부에서 상용화

- Shell-Chevron, Dupont-BP 등이 최근 부탄올 상용화 연구 추진

□ 한국의 청정연료 기술 동향

ㅇCTL/GTL은 에너지 공기업 및 에너지, 플랜트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관련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 및 경험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 중

ㅇ 해양바이오매스 재배 기술력은 높은 수준이며, 대규모 양식기술의 자

동화 설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SK Energy, GS칼텍스 :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 R&D 진행 중

③ 주요기업 동향

□ CTL

ㅇ 남아공 Sasol사 : 간접액화기술에 의해 현재 15만배럴/일의 석탄합

성석유를 생산중인 Sasol사는 규모를 18만배럴/일로 20% 증설을

추진 중

ㅇSK Energy : 저급탄용 고효율 가스화기 및 액화 공정 개발 사업화 검토

ㅇ두산중공업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용 석탄

가스화기 제작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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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포스코 : SNG(Synthetic natural gas)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

□ GTL

ㅇ 남아공의 PetroSA (구 Mossgas 공장)에서 1991년에 상용화되어

가솔린과 디젤을 생산하고 있고 Shell이 Malaysia의 Bintulu 공장

에서 디젤과 왁스,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ㅇ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 '06년 카타르 Pearl Project에서 Feed

Gas 전처리 및 FT 합성유 후처리 공정 수주

ㅇ가스공사, 석유공사 : 확보된 가스자원의 액화 사업 검토

□ 해양바이오 연료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해조류 에탄올 전환 원천기술 일부 확보

ㅇSK Energy, GS칼텍스 : 바이오부탄올 생산기술 R&D 진행 중

ㅇ SK Networks : 해조류 자원 개발

당면과제

□ CTL

- 가스화기 개발은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원천기술

을 구입 또는 라이센싱하여 기술의 개선을 자체적으로 시도

□ GTL

- 한계가스전이나 수반가스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 소형 플랜트에서 경제성이 확

보된 GTL 기술이나(Compact GTL) 해상용 GTL-FPSO 개발이 필요함.

- 현재까지의 GTL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측면에서 좀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는 에너지효율과 탄소효율을 개선해야 함

□ 해양바이오 연료

- 해양바이오 원료를 재배할 수 있는 양식기술 확보 및 해외양식장의 확보를 위한 정부

의 자원외교 지원이 필요.

- 기존의 석유인프라를 이용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율이 높은 바이오 부탄올

의 생산공정 기술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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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CTL

ㅇ고급탄은 원료의 수급이 어렵고, 원료의 공급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수

급이 용이한 미 이용 저급 석탄광을 이용하는 기술개발

- 액화공정은 기술 구입이 어려우므로 자체 개발

- 현재 개발 중인 파일럿급 액화공정 활용

- 저급탄 가스화기 개발을 상호연계한 국산 통합 파일럿급 액화공정 개발

□ GTL

ㅇ경제성 있는 연료 생산을 위해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 기술이 반드시 필요

- FPSO 기술완성을 위한 Compact GTL 플랜트 기술을 우선 확보

- 출연연, 에너지공기업 등이 추진 중인 GTL 연구 결과 적극 활용

□ 해양바이오 연료

ㅇ해조류 양식기술, 당화산물 공정기술,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바이오 부탄올 생산기술이 핵심 기술로 분류

- [단기] 기 추진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에탄올 상용화에 중점, 고

효율 바이오에탄올 전환기술 확보

- [장기] 자체개발과 국제공동연구 병행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부탄

올 생산, 생물·화학적 바이오부탄올 전환기술 확보

- 홍조류 발효 등 해양바이오 연료 원천기술 조기 확보 후, 육상

Demo 플랜트 실증을 거쳐 해상플랜트 개발로 수출 산업화

* On-Ship Plant용 Demo Plant : 20 KL/일→해상플랜트 2,000KL/day/ship 생산기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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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저급탄활용 CTL/SNG플랜트

- 매장량이 풍부하고 확보하기 쉬운 저급탄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 저급탄 가스화기는 CTL/SNG 투자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IGCC, CCS 분야에

서도 요구되는 핵심분야임

- 석탄 탄질에 따른 전처리 기술과 가스화기의

크기 및 반응온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

발이 필요함

- SNG는 석탄 가스화 이후 가장 용이하게 생

산할 수 있는 합성연료

해양바이오 연료 및
생산플랜트

-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

능한 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를 확

보할 수 있는 분야임

- 확보가능한 원료의 성장속도가 육상에서 재

배되는 원료보다 빠르며, 식량자원이외의 원

료로부터 자원을 확보

- 비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연료이므로, 국

가 이산화 탄소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음

- 핵심공정기술 이외 해양양식기술, On-ship

수확/자동화기술 등이 필요함

장기
투자
품목

Compact GTL 플랜트

- 중소규모 가스전의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Compact GTL 기술 개발이 필요

- 중소규모 가스전이 연안에 분포하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자원개발을 위해 FPSO 기술

개발

- 국내의 앞선 엔지니어링/조선기술을 기반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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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차세대 청정연료 생산기술 보유국 실현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0.4 26.4

세계시장점유율(%) - 2

수출(억원) 15,000 830,000

내수(억원) 5,700 492,000

CO2 감소(천tCO2) - 23,551

시나리오 로드맵



- 217 -

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CTL

ㅇ 저급탄 가스화기 개발 : 해외기술 도입 후 개선

- 자체 개발 시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기술 도입 후

개선 추진

- CO2 순환 등 설비비용 및 오염물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에 초점

ㅇ 합성가스 액화반응 공정 자체 개발

- 액화공정은 기술 구입이 어려우므로 자체 개발

- 현재 개발 중인 파일럿급 액화공정과 저급탄 가스화기 plug-in

에 의한 국산 통합 파일럿급 액화공정 개발에 주력

- 저온 FT 공정개발 및 저급탄 가스화기와 연계하여 통합공정 개

발이 필요

ㅇ SNG 합성기술 : 기술 도입 및 개선

- 가스 OPEC 출범(러시아, 카타르등)으로 천연가스가격 현실화에

따라 대체 합성천연가스시장 수요 급증 예상

ㅇ CCS 기술과 연계하여 가스화/액화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확보

□ GTL

ㅇ촉매성형 및 대량제조법 개발, 화학공정설계를 위한 원천기술로

촉매 설계 및 성형기술 자체 개발

ㅇ 혼합개질반응기/slurry 반응기 설계 및 scale-up을 통한 성능검증

을 위한 공정 모사 기술을 국제공동연구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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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위공정 모듈화 및 compact화 기술의 반응기 소형화는 자체 개

발, FPSO 기술은 국내 조선업계와 공동개발

ㅇ GTL 통합 공정설계 : 국내 EPC 업체와 연계한 공동연구

□ 해양바이오 연료

ㅇ 대규모 해양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기초연구 추진

ㅇ 고선택성 탄화수소 화합물 합성 기술, 산학연 공동연구로 획득

ㅇ 기 추진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에탄올 상용화에 중점, 고효율

바이오에탄올 전환기술 확보

ㅇ 자체개발과 국제공동연구 병행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부탄올 생산,

생물·화학적 바이오부탄올 전환기술 확보

② 사업화 전략

□ CTL/SNG

ㅇ 저가의 수급이 용이한 저급탄용 가스화기기술을 확보

ㅇ 연료, 화학제품 및 SNG를 제조하는 기술과 연계한 통합공정으로

국내공장건설 및 플랜트수출산업화

CTL/SNG 사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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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L

ㅇ 단기적으로 확보된 GTL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해외 GTL 플랜트

건설사업에 국내 EPC 업체 공동으로 플랜트 시장에 진입

- FPSO를 위한 GTL 기술은 육상용 GTL compact process를

FPSO 용으로 설계변경하여 적용

ㅇ 중기적으로 Compact GTL 플랜트를 조선기술과 연계하여 해상에

서 적용 가능한 GTL-FPSO로 개발, 해상의 중소형 가스전에서

상용화 및 선박 수출

GTL 사업화 시나리오

□ 해양바이오 연료

ㅇ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 기술 확보

ㅇ 바이오연료 분리/정제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 개발하여

경제성 있는 전처리 공정 확보

ㅇ ’13년까지 이론수율 대비 85% 이상의 고수율 바이오알코올 전환

기술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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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바이오 연료 법적 인정

ㅇ현재 국내 법규상 바이오연료로 인정되는 물질은 에탄올, ETBE,

바이오디젤(FAME)로 한정

ㅇ 바이오 연료 혼합물이 바이오연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법적 정

비 필요

□ 합성천연가스 (SNG) 공급 법적 근거 마련

ㅇ현재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를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액화)

천연가스로 제한

ㅇ최근(‘08.11.)의 발의 법안은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

스를 도시가스에 포함하고 있으나, 합성천연가스는 제외

□ 가스액화연료(GTL)를 대체연료로 인정

ㅇ 국내에 GTL 연료에 대한 공급과 인식이 부족하여 “석유 및 석

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대체연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

ㅇ 향후, 국내외에서 GTL 사업이 확장되고 GTL 연료가 보급이 보

편화될 것이 예상



- 221 -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저급탄활용

CTL/SNG

플랜트

- 친환경 저급탄 가스화기기술

- 합성가스 액화기술

- SNG 합성기술

- 파일럿급 가스화기/액화/SNG

통합공정기술

772 773 200 455 2,200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

- 대규모 해양양식 기술 및 관

리시스템 개발

- 당화 부산물의 고부가 연료

화 기술

- 고효율바이오에탄올전환기술

- 생물·화학적 바이오부탄올

전환기술

620 620 400 2,000 3,640

Compact

GTL

- GTL 핵심반응공정기술 (리포

밍, 액화, 촉매 등)

- Compact GTL 통합공정 설계

기술

- Compact plant 모듈화기술

- FPSO 설계기술

220 220 310 1,120 1,870

총계 1,612 1,613 910 3,575 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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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청정연료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

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75%

- 3극특허비율 : 21%

ㅇ저급탄용 CTL은 최신기술확보가 68%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

- “합성가스 전환기술(액화 및 SNG)” “친환경 저급탄 가스화 기술(저급탄

전처리포함)”은 최신기술의 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미흡한 분야로 분석됨

ㅇ해양바이오연료의 최신기술확보 및 특허경쟁력 수준은 균등(각 34%)

한 것으로 분석

- “당화/발효 핵심기술 및 공정(에탄올/부탄올)” “원료생산기술(경작, 수확,

전처리 등)”의 최신기술 비중이 높은 반면 특허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Compact GTL의 최신기술확보는 활발(77%)한 것으로 분석

- “GTL 공정 모듈화 및 compact화(FPSO포함)”와 “액화반응공정(리포

밍, 액화, 업그레이딩, 촉매)”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기술동향과

특허경쟁력을 모두 갖춘 분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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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저급탄 활용 CTL/SNG 플랜트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SNG 반응기 설계/제작, 촉매, CTL통합공정설계/EPC,

CTL/SNG 사업화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석탄 확보/공급과 가스화기 설계/제작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CTL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67

주요업체

남부발전, 두산중공업, 모코코,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2차품목 저급탄용가스화기 액화공정 SNG

수입의존도 대 대 대

기술수준 69 70 67

주요업체

남부발전, 대한석탄공사,두산중공업, 
모코코,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

남부발전, 두산중공업, 모코코, 이노윌,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

두산중공업,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국가스공사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3차품목 석탄확보/공급 가스화기설계/제작
액화반응기설계/제작

촉매
SNG반응기설계/제작, 

촉매
CTL통합공정설

계/EPC
CTL/SNG사업화

수입의존도 대 대 대 대 대 대

기술수준 85 80 70 60 60 65

주요업체

대한석탄공사, 
모코코, 써클원, 

포스코건설, 
한국광물자원공사, 

SK에너지

대한석탄공사, 
두산중공업, 

이노윌, 
포스코건설, 
SK에너지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SK에너지

두산중공업, 포스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포스코, 포스코건설, 
GS칼텍스,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대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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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바이오 연료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에탄올과 부탄올 전환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해양바이오연료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고효율바이오에탄올전환기술, 부탄올내성 균주설계

기술 등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생물•화학적바이오부탄올 전환 기술, 대규모해양

양식기술, On-ship수확/자동화 기술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해양바이오연료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30

주요업체 없음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2차품목
대규모해양양식기술및관

리시스템개발
당화부산물의고부가연료화

기술
고효율바이오에탄올전환기술 생물•화학적바이오부탄올전환기술

수입의존도 소 소 대 대

기술수준 100 35 80 100

주요업체 패가서스, SK네트웍스 바이올시스템즈, 패가서스 바이올시스템즈, 패가서스  패가서스, GS칼텍스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3차품목
대규모해양양식

기술
On-ship수확/자

동화기술
당화부산물고부
가연료화기술

고효율발효기
술

에너지저소비형
회수및정제공정

부탄올내성
균주설계기술

동시추출
발효공정

수입의존도 소 소 소 대 중 대 중

기술수준 100 100 30 80 50 90 90

주요업체
패가서스, 

SK네트웍스
바이올시스템즈

바이올시스템즈
, 패가서스, 
SK에너지

무학주정, 
바이올시스템
즈, 창해에탄 
올, 패가서스, 

SK에너지

무학주정, 
바이올시스템즈, 

창해에탄 
올,패가서스, 
SK에너지

GS칼텍스, 
SK에너지

GS칼텍스,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중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중 중 소

주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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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원자력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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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원자력은 원자로의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CO2 감축,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 증설 등으로 거대 원전

시장 확대 예상

ㅇ '30년까지 원자력발전은 300기 이상 신규 건설 전망(약 900조원 시장)

* '07년 372GWe에서 '30년 473-748GWe 전망

(최근각국의신규원전건설및도입계획발표치는 IAEA의낙관적전망치에근접)

ㅇ 최근 경수로 건설경험 보유국은 한국, 일본(Toshiba 등 3사), 프랑스

(AREVA) 정도에 불과하여, 우리의 기자재 및 설계용역 분야 수출 급증

(‘07년까지 9억불)

※ 원전 수출은 경제적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산업

- 2기 건설 시, 직접 약 3조원, 관련 산업 생산효과 약 7조원, 고용창출

5.5만명

*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20척, 소나타 승용차 16만대 수출효과와 같음

② 기술동향

□ 확대되는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확대 및 정부 지원 하에

원전 해외 수출 적극 추진

ㅇ (미국) 新에너지법안(Energy Policy Act, ‘05.8)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ㅇ (프랑스) 활발한 정부 지원 하에 1000MWe급 경수로인 CNP1000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타 경쟁국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우위

ㅇ (일본) 과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자재 수출에 주력했으나, 도시바의

WEC 인수(‘06년) 등 합작, 협력을 통해 플랜트 해외 수출 기반 강화



- 228 -

③ 주요기업 동향

□ 원전 선진국(미, 프, 일 등)은 노형의 용량 격상, 경제성, 안전성 향상 등

지속적인 개량화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3~3.5세대노형의사업 적용 가능

ㅇ 미국 WEC사는 ‘99년 AP600에 대해 설계인증을 받은데 이어,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용량 격상한 AP1000의 설계 인증을 ’06년 획득

ㅇ GE-Hitachi社는 ABWR의 장점과 SBWR의 장점을 복합한 ESBWR

(Economic Simplified BWR)을 개발하여 설계인증(DC) 인허가 신청

ㅇ 일본 MHI사는 1980년대부터 WEC사와 지속적인 공동연구개발을 통하

여 1600MWe급의 APWR 개량화 완료

ㅇ 프랑스 AREVA社는 EPR의 지속적인 개량화를 통하여 용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 1,600MWe급의 EPR 상업화 완료

구 분 공 급 사 원자로명 (수준) 용량(MWe)

가압경수로

(PWR)

WEC(미) AP1000 (3.5세대) 1,100

AREVA(프) EPR (3세대) 1,600

Atom Stroy Export(러) VVER (3세대) 1,000

MHI(일) APWR (3세대) 1,540/1,700

비등경수로

(BWR)

GE(미), Hitachi/Toshiba(일) ABWR (3세대) 1,350

GE(미) ESBWR (3.5세대) 1,500

가압중수로

(PHWR)
AECL(캐)

CANDU-6 (2세대) 700

ACR-1000 (3.5세대) 1,100

□ 한국은 OPR1000(2.5세대), APR1400(3세대)을 축으로 최초 원전플랜트 해외

진출 추진

당면과제

□ 한국은 건설 경험, 건설 단가, 운영실적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원천기술 미자립과 분산된 산업구조 등 원전 플랜트 수출

제한 요인도 존재

ㅇ OPR1000, APR1400 해외 수출시 원천기술 보유사(WEC) 동의 필요

* 미자립 원천기술 분야 : 핵심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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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단기간 해외 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노형(OPR1000, APR1400)의

강점을 근간으로 성능개선 필요

ㅇ지속적 원전건설과 기술개발을 통해 획득한 국내 원전산업의 강점

부각

- Nu-Tech.2012를 통해 개발된 공통핵심기술의 연계 적용 가능

-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던 선진국 대비 실질적인 인프라 및 최신

기술 보유

※ 최근 경수로 건설경험 보유국은 한국, 일본(도시바 등 3사), 프랑스(아레바)

정도에 불과

-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기술 보유(원전이용률 90% 이상, 고장정지

0.6회 이하)

□ 독자적 원전 수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원천기술의 자립도

제고 필요

ㅇ 일부 핵심원천기술 미자립으로 인해 기술이전 요구 시 해외 진출

제한

- OPR1000, APR1400 해외 수출시 원천기술 보유사(WEC社) 동의 필요

※ 미자립 원천기술 분야 : 핵심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MMIS 등

ㅇ 단계별 수출노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연소도, 고성능 원전연료

개발 등 수출 노형과 연계하여 후속수출 확대 필요

□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출 등 국내 원전의 수출 영역 확대 및

‘20~’30년대에 집중된 수명만료 대체 원전 시장 집중 공략을 위한

대용량 상용원전(APR+)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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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수출형 OPR1000

- 수출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안전성 경

제성 강화, 운영자요건 및 최근 인허가 현

안을 반영한 3세대급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개발

- OPR1000의 모델 개선 및 설계 유연성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

※ 기존 OPR1000 : 2.5세대급

수출형 APR1400

- 수출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안전성 경

제성 강화, 운영자요건 및 최근 인허가 현

안을 반영한 3.5세대급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개발

- APR1400의 독자적 해외 수출에 필요한

설계 건설 운영 기술의 완전 자립 및 수

출시장 다변화 필요

※ 기존 APR1400 : 3세대급

선진 원전연료

- 해외수출을 위해 기술소유권이 확보된 고연

소, 고성능 신형원전연료개발

- 수출노형과 연계하면, 원전건설 이후에도 지

속적인 수출 가능

장기

투자

품목

APR+

- 원전기술자립에 필요한 원천․핵심요소 기

술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있는 한국고유의

수출노형 개발

- 국내 후속 원전 시장 보호, 선진 외국 신형

노형 대비 경제성 안전성 강화 및 한국형

원전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적 제약요인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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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2030 원전비중 40% 이상 달성 및 원자력 수출 강국 실현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55 110

세계시장점유율(%) 10 20

수출(억원) 30,000 60,000

내수(억원) 30,000 30,000

CO2 감소(천tCO2) 14,000 28,000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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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Nu-Tech.2012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여, 기술개발 목표 조기 달성

ㅇ ‘12년까지 해외 수출 기반 구축 및 원천소유권 조기 확보를 위해

지원 체제 개편

ㅇ Nu-Tech.2012 프로그램에서 개발 중인 공통핵심기술과 연계 적용

- OPR1000, APR1400은 국내 건설 운영실적은 있지만 일부미자립

핵심원천 기술로 인해 해외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통핵심기술 접목 및 기존 노형 upgrade를 통해 수출 추진 가속화

ㅇ Nu-Tech.2012와 연계함으로써 안정적 재원과 인력 투입 가능

□ 수출형 OPR1000

ㅇ 세계 최고의 건설 및 운전 경험을 가진 OPR1000에 최신 원전설계

기술을 반영하여 수출경쟁력 극대화

- 수출시장의 다양한 요구, 운영자요건 및 최근 인허가 현안을 반영

하여 OPR1000 모델 개선 및 다양화 필요

- 수출 대상 국가의 최근 규제환경과 운영자 요건을 고려하여 모델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 유연성 강화

- OPR1000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항목 도출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선항목의 사전 설계 추진

□ 수출형 APR1400

ㅇ 원전의 독자적 해외 수출에 필요한 설계 건설 운영 기술의 완전

자립과 국내 노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독자적 해외 수출 추진을 위한 미자립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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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설계 핵심 코드의 개발, 검증, 인허가 및 사업적용

․ 원전 계측제어계통(MMIS) 설계 제작 개발 및 APR1400 건설 사업 적용

- 해외 의존 핵심기기 고유 브랜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설계 제작 시험 및 사업적용

․ 일체형 주기기 경판 제작 기술, 파일롯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등 일부

미확보 제작기술의 확보

- 3.5세대급으로 개량하기 위해 APR+의 공통핵심기술 접목

※ 안전계통 최적화 기술, 피동 안전설비 적용기술, 중대사고 대처설비 적용

기술, 자동부하추종운전 기술 등

- 한국, 미국 등과는 다른 규제요건을 적용하는 유럽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이중격납건물 설계 등 기술 적용

□ 선진 원전 연료

ㅇ 핵연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문제 해소, 고유소재

및 연료 DB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OPR1000, APR1400 및 APR+에 장전을 목표로 하는 신형원전용

연료 개발

- 3~3.5세대급 경쟁노형에도 장전 가능한 연료 개발을 통한 해외

수출 병행 추진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연료신뢰도 제고 및 핵연료 피복관 등

부품소재 국산화 추진

□ APR+

ㅇ APR+ 기술개발로 ‘30년대 이후 집중되는 수명완료 원전 대체 및

신규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대용량 상용원전 수출 기반 구축

-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결과를 기반으로 APR+ 표준상세설계 개발

및 해외 DC 획득

- APR+는 APR1400 후속호기로서 국내 건설과 해외 수출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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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전략

□ 수출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원전 상품 구성

ㅇOPR1000 기술 개선으로 해외 수요가 많은 중소형 원전 플랜트 공급

ㅇAPR1400 접목개량을 통한 유럽 및 원전 중진국 시장 진출 기반 구축

ㅇ APR+ 기술개발로 ‘20~’30년 노후 원전 대체 시장 점유를 위한 대용량

상용원전 수출 기반 구축

□ 사업화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 전략 구사

ㅇ 신규 원전 도입 국가는 낮은 가격, 건설/운영 경험, 안전성 입증 등의

장점으로 시장 접근

ㅇ 기술 이전 요청 국가의 경우 핵심원천기술 개발 완료 후 시장 접근

ㅇ '원전+관련서비스' 동시 공급 등과 같은 원전 패키지 전략으로 수출

대상국가에 인센티브 요소 제안

ㅇ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한 추가 전략 도입

- 턴키방식 수출, IPP(개발 및 운영이익으로 회수) 방식 수출 등

③ 정책 및 제도개선

□ 원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ㅇ경쟁국에 비해 수출에 비효율적인 국내 원전산업의 분산 구조

- 한전(수출), 한수원(운영), KOPEC(설계), KNFC(연료), 한전KPS(보수)
ㅇ설계, 건설, 운영, 보수 및 핵연료 공급과 사후 처리 기술까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Total Solution Provider가 필요

- 경쟁국에 비해 수출에 비효율적인 국내 원전산업 체제 개선

- 수출산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단일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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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Key Tech.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수출형

OPR1000

-계통설계기술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

-운영기술

100 100 - - 200

수출형

APR1400

-계통설계기술

-핵연료설계 및 제조기술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

-건설기술

-운영기술

740 740 70 70 1,620

선진원전

연료

-부품소재기술

-고성능/신뢰도 연료기술
165 165 - - 330

APR+

-설계기본요건, 개념설정

- APR+기본, 상세설계

- APR+ 인허가

935 935 240 240 2,350

총계 1,940 1,940 310 310 4,500

(단위 : 억원)

Ⅴ. 소요예산  

* Nu-Tech.2012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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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

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53%

- 3극특허비율 : 14%

ㅇ수출형 OPR1000은 최신기술확보와 경쟁력에서 양호한 수준

- 최신기술비율 48%, 특허경쟁력 62%

- “원전플랜트 종합설계 및 제작기술“ “계통설계 기술“ “기기설계 및

제작기술“ “원전 운전 최적화 기술“ “핵연료 설계 및 제작기술“은

최신연구 비중과 특허경쟁력 모두 미흡한 영역에 집중

ㅇ수출형 APR1400은 특허경쟁력이 67%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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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설계 핵심 코드“ “EURATOM 안전규제 적용기술“ “원자로냉

각재펌프 (RCP)“ “파일럿구동 안전 방출밸브(POSRV)“ “원전

MMIS“의 특허군 모두 최신기술 및 경쟁력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ㅇ선진 원전 연료는 특허경쟁력이 7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안전해석코드”는 최신기술의 비중은 높으나 특허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낮은 분야로 나타남

- “노심설계코드”관련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중은 낮지만 특허경쟁

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ㅇ원자력 공통핵심기술은 전반적으로 최신기술확보 및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최신기술비율 46%, 특허경쟁력 63%

- “원전 복합모듈화 기술 개발”은 해당 특허수가 가장 많으며 특허경

쟁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ㅇAPR+ 설계 및 해외 DC는 원자력 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가 존재하

며, 최신기술확보 및 경쟁력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최신기술비율 40%, 특허경쟁력 66%

- “초기노심 설계개선” “설계 종합 안정성 평가”의 특허군은 특허경

쟁력이 우수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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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원자력 발전 설비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독점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큰 공백은 없음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주제어반, 원자로계통(NSSS),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체적제어탱크, 안전주입탱크, 습분분리기, T/G배

관, 공기조화설비/덕트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원자력발전기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9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원자로계통

(NSSS)
터빈발전기

(T/G)
보조기기
(BOP)

수입의존도 소 소 소

기술수준 65 80 9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R&D지원 
필요도

대 중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중

2차품목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
각재펌프

체적제어
탱크

안전주입
탱크

RCS배관 터빈 발전기 여자기
습분

분리기
T/G배관

수입의존도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90 90 90 65 95 95 90 80 80 80 95 95

주요업체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
업

두산중공
업

두산중공
업
 

맥스파워

두산중공
업

두산메카
텍,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R&D지원 
필요도

소 대 중 대 소 소 소 중 소 소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대 중 중 중 중 소 소 소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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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품목 원자력발전기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9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원자로계통

(NSSS)
터빈발전기

(T/G)
보조기기
(BOP)

수입의존도 소 소

기술수준 65 80 9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R&D지원 
필요도

대 중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중

2차품목
주변압

기
주제어반 복수기

복수/굽
수펌프

해수순
환펌프

급수가
열기

격납/터
빈건물
크레인

디젤발
전기

공기조
화설비/
덕트

배관/밸
브

열교환
기

전력/전
자

케이불

계장/계
측설비

기타펌
프/

여과기

수입의존도 소 대 소 소 소 소 소 소 대 소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90 65 90 90 90 90 90 80 90 90 95 90 65 95

주요업체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두산중공
업, 

한국전력
기술, 
효성, 

LS산전

 
두산중
공업,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효성에
바라엔
지니어

링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효성에
바라엔
지니어

링

 
두산중
공업,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두산중
공업, 

현대삼
호중공

업

두산엔
진, 

한국전
력기술, 
현대중
공업

파인텍
센츄리, 
한국전
력기술, 
LSMtro

n

두산중
공업, 
삼신, 
성화산

업, 
피케이
밸브, 
한국전
력기술

두산중
공업, 
원일티
앤아이, 
한국전
력기술

한국전력
기술, 

현대중공
업, 효성

두산중
공업, 
삼창, 
우진, 
한국전
력기술

두산중
공업, 
신신기

계, 
정우신

기, 
한국전
력기술

R&D지원 
필요도

소 대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대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소 대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중 소 중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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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원전 연료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전반적으로 큰 공백은 없음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전체적으로 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전체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선진원료

수입의존도 -

기술수준 -

주요업체 한전원자력연료

R&D지원 
필요도

업종간협력 
필요성

2차품목 지지격자 계측관 소성가공부품 기계가공부품 압축스프링 상하단고정체 피복관

수입의존도 - - - - - - -

기술수준 95 90 95 95 95 95 90

주요업체
상진미크론
 진영정기, 

한전원자력연료

 상진미크론, 
한전원자력연료

 국제정공, 
한전원자력연료

 국제정공,
 일성테크, 

한전원자력연료

대동스프링, 
한전원자력연료

R&D지원 
필요도

대 중 대 중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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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초전도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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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초전도는 손실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초전도 선재를 이용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고효율 전력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초전도 전력기기는 현재 실증시험용 시장이 대부분이며, 2012년경

본격적인 시장형성 예상

ㅇ 2012년 세계 10조원, 2030년 세계 시장 67조 이상 추정(DOE 자료)

□ 초전도 전력기기의 상용화는 기존 전력기기를 대체하는 비율이 커지면

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상용화 가능성 분석 ‘06.12 DOE]

□ 초전도 전력기기의 국내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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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선진국은 시장 창출을 위한 고온초전도 응용기기들의 통합 실증에 집중

ㅇ일본: Cool Earth 프로그램과 연계한 M-PACC 프로젝트

- ‘12년까지 실증시험을 위한 R&D를 수행, ‘13년부터는 Field test 수행

- 대상기기: SMES, 케이블, 변압기, 선재

□ 국내에서는 프론티어 사업(‘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사업단’)과 전

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제품화 기술을 개발 중

- 프론티어: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케이블, 한류기, 회전기, 변압기

- 전력기술개발사업: SMES, SFES

③ 주요기업 동향

□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전도전력기기의 실적용을 위한 대단위 실증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주도기업을 중심으로 수행 중(미, 일, EU 공통)

□ 초전도 케이블의 경우 Global 선도기업 5개社만이 시스템기술 확보

- Sumitomo(日), Nexans/NKT(EU), Southwire(美), LS전선(韓)

□ 해외 초전도 전력기기 선도 기업

- 미국: AMSC, GE, IGC SuperPower 등

- 일본: Sumitomo, Hitachi, Mitsubishi, Toshiba 등

- EU: Siemens, European Advanced Superconductor, ABB 등

□ 국내에서는 한전(한류기, SFES), 두산중공업(회전기), 현대중공업

(SMES) 등의 기업이 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참여

□ 고온초전도선인 2G선재의 경우 국내에서 양산준비 완료단계임

- 과학기술 PEF 2호 기업((주)서남)

당면과제

□ 기기의 개발은 2010년경 대부분 완료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장진

입을 위해서는 실증시험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의 확보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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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경쟁력 확보 가능성

ㅇ 고온초전도 선재와 극저온 냉동기와 같은 핵심부품의 경우 신뢰성의

향상과 경제성의 확보가 시급

ㅇ 이를 이용한 전력기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핵심 부품의 경

제적인 공급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

□ 전략방향 설정 및 이에 따른 전략품목별 선정배경

ㅇ 저탄소/고효율의 녹색 전력망 구축을 달성하는 핵심기기인 초전도

전력기기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

ㅇ 기존 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 중인 제품을 우선으로 전략품목

을 선정

□ 전략품목 개발의 필요성

ㅇ 녹색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수송기기와 전력저장기기를 함께

개발하여 연계하여야 하며

ㅇ 핵심 부품을 국산화 하여야만 초전도 기기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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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전력수송기기

- 고온초전도선을 이용한 전력기기로 초전도발전기,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변압기 및 초전도 한류기를

대상으로 함

- 초전도 3대 특성중 하나인 ‘완전 전도성’에 의하여

기기의 소형화 및 저손실 송전이 가능

전력저장기기

- 초전도 마그네트에 대용량 전류를 흘려 자기에

너지 형태로 손실없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SMES와 기계적인 회전에너지로 저장하는

SFES를 전략품목으로 함

-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시스템으로서

대용량 전력저장기기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음

공통핵심부품

- 고온초전도 기기의 필수핵심공통기술인 2G

wire, 77°급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에서의 전기

절연 기술을 대상품목으로 함

- 핵심공통기술의 확보는 고온초전도 응용기기

전반에 걸쳐 파급도가 매우 크며 독자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

장기

투자

품목

실증시험

- 다양한 초전도 전력기기가 개발 중이며 이들의

실적용을 위해서는 실증시험을 통한 성능의 검

증이 반드시 필요

- 송전급 및 배전급 전반에 걸친 통합실증시험의

조기수행은 세계 초전도 전력기기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필수요소

- 세계시장의 진입을 위해서는 한전의 주도가 아

닌 기기제작기업의 주도로 실증시험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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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초전도 전력기기의 보급을 통한 녹색전력망 구축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3.7 21.7

세계시장점유율(%) 10 20

수출(억원) 10,000 70,000

내수(억원) 6,000 50,000

CO2 감소(천tCO2) 12 644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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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기 수행과제를 통한 기술획득

ㅇ전력수송기기

- 프론티어사업(교과부, 2011년 2월까지):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한류기, 초

전도 변압기, 초전도 모터(초전도 발전기 관련기술획득)

ㅇ전력저장기기

- 전력기술개발사업(지경부): SMES(2단계 2011년 까지, 3단계 2014년까지),

SFES(2011년 10월까지)

ㅇ공통핵심부품소재

- 프론티어사업(교과부, 2011년 2월까지): 고온초전도선

ㅇ통합실증시험

- 전력기술개발사업(지경부, 2013년 10월까지): 케이블 및 한류기 실계통

적용(22.9kV급)

□ 신규 사업을 통한 기술획득

ㅇ전력수송기기

- 초전도 발전기: 5MW급 풍력발전기용 초전도 발전기 개발 및 실증적용

ㅇ공통핵심부품소재

- 고온초전도 2세대 선재 상용화를 위한 저가공정 요소기술 개발

- 냉각용량 4kW급 모듈형 스터링 냉동기 개발 및 실증적용

- 초고압 극저온 전기절연 기술개발

ㅇ통합실증시험

- 송전급 및 배전급 초전도 전력기기의 통합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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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 공통 핵심 부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ㅇ초전도 선재는 프론티어사업을 통하여 육성된 기업에 의하여 pilot

plant 체제를 갖추었음

=> 수요의 창출 및 확대를 통하여 단가를 낮추어야 함

ㅇ초전도 기기용 극저온 냉동기를 사업화 할 기업을 육성해야 함

=> 수요의 창출 및 확대 필요

※ 초전도 전력기기의 사업화 성공여부는 초전도 선재와 냉각시스템의

단가에 달려 있음

□ 실증 및 인증

ㅇ실계통에 적용하기위해서는 실증시험 및 규격 인증이 필수

□ 보급의 촉진

ㅇ초전도 전력기기의 경우 초기시장에서는 기존 기기에 비하여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부족

- 한전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을 구축

- 154kV 초전도케이블/한류기

- 실계통 시험사업
운전기술, 인증시험 준비기관 참여
정부 지원 필요, 규격제정 추진

- 표준화 추진
시험항목 추가
규격확정, 설비, 인력…

초전도전력기기 개발

실 계통시험

제품 인증시험

초전도전력기기 시장 확대

- 22.9kV 초전도 케이블/한류기, 1MW 초전도모터 개발완료
- 22.9kV/150MVA 초전도 케이블, 22.9kV/3kA 초전도한류기, 
154kV 초전도 케이블/한류기, 5MW 초전도모터 개발 중

- SMES, SFES 개발 중

실증시험
- 5MW 초전도모터(실증시험)
- SMES, SFES

실증시험

- 시험장 구축 사업
성능시험, 연계시험
정부 지원 필요, 규격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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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산화 초전도 전력기기의 보급사업 및 인프라 구축

ㅇ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 후 초전도 전력기기의 보급지원 정책

- 한전의 채택여부가 초전도 전력기기산업의 성공을 좌우

ㅇ초전도 전력기기 실증시험장 및 공인 시험/인증센터 설립

- 실증시험 및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전력기기는 실계통 적용 불가

-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초전도 전력기기산업의 시장 확보에 필수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단기(2012년)
누적치

장기(2030년)
누적치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초전도 전력수송기기

상용화 사업
342 342 - - 684

초전도 전력저장기기

상용화 사업
221 221 - - 442

초전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241 104 - - 345

초전도 전력기기

통합 실증시험
49 49 55 55 208

총계 853 716 55 55 1679



- 251 -

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초전도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

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다소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7%

- 3극특허비율 : 20%

ㅇ전력수송기기는 평균 71%의 높은 최신기술비율을 보임

- “초전도 변압기 - AC loss 저감“ “초전도 한류기 - 대용량화 및 저

가화“ “초전도 발전기 - 저속회전기기술“ “초전도 케이블 - 대용량

화 및 저가화“의 특허군은 최신기술 비중과 특허경쟁력이 모두 미흡

ㅇ전력저장기기은 최신기술비중, 특허경쟁력이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임

- 전체평균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 각 57%

- “SMES - 대용량화 및 저가격화”, “SFES - 대용량화 및 저가격화”의

특허군 모두 최신기술 비중과 특허경쟁력이 미흡

ㅇ공통핵심부품은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이 모두 50%이상으로 우수

- “초고압 초전도 전력기기용 극저온 전기절연기술 개발“ “극저온 냉

동기 - 신뢰성확보 및 냉각비용 저가화“ “고온 초전도선재 - 저가화

및 손실 저감“의 특허군은 최신기술 비중과 특허경쟁력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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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전력 수송 기기

(1) 초전도 케이블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선제와 센서 및 치구류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초전도 선재와 센서 및 치구류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케이블, 단말 및 접속함, Cryostat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초전도케이블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LS전선(주)

R&D지원 
필요도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2차품목 케이블 단말 및 접속함 냉각시스템

수입의존도 소 소 소

기술수준 100 100 80

주요업체 LS전선(주) LS전선(주) LS전선(주)

R&D지원 
필요도

중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대

3차품목 초전도선재 Cryostat 센서및치구류 Cryostat 센서 배관

수입의존도 대 소 중 소 중 소

기술수준 40 90 40 80 40 90

주요업체 서남(주) CVE(주) 다수 CVE(주) 다수 다수

R&D지원 
필요도

대 대 소 대 소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소 중 소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 253 -

(2) 초전도 한류기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극저온냉각시스템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극저온냉각시스템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전도한류기와 초전도 선재 등

ㅇ 기술 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초전도한류기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100

주요업체 LS산전

R&D지원 
필요도

저

업종간협력 
필요성

-

2차품목 초전도트리거 고속스위치 한류부하

수입의존도 소 소 소

기술수준 95 100 100

주요업체 한국전력, LS산전, 현대중공업 LS산전 LS산전 등

R&D지원 
필요도

저 저 저

업종간협력 
필요성

- - -

3차품목 초전도 선재 극저온냉각시스템 진공차단기 Magneticactuator 고저항도전부

수입의존도 대 중 소 소 소

기술수준 80 70 100 100 100

주요업체 Sunam CVE, 덕성 LS산전 LS산전 LS산전 등 다수 업체

R&D지원 
필요도

중 고 저 저 저

업종간협력 
필요성

- - - - -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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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전도 발전기/모터

□ 초전도 발전기/모터의 Supply Chain은 에서 공백이 큼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초전도 선재와 극저온 냉동기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극저온 냉동기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초전도 선재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초전도회전자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초전도발전기/모터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5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R&D지원 
필요도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초전도회전자 공심형고정자 극저온냉각시스템 전력변환장치

수입의존도 소 소 중 대

기술수준 93 85 92 90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CVE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서남, CVE 서남

R&D지원 
필요도

중 중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대 소 소

3차품목
초전도
선재

회전자
구조물

MLI
전기자

코일도체
규소강판

(전자기쉴드)

고정자
구조물
(주강품)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순환펌프

극저온
용기

컨버터/
인버터

수입의존도 대 소 - - - 소 대 - - -

기술수준 90 85 - - - 85 70 - - -

주요업체 서남 두산중공업 없음 없음 없음 두산중공업
서남, 

LG전자
없음 없음 없음

R&D지원 
필요도

대 중 - - - 중 대 - - -

업종간협력 
필요성

소 대 - - - 대 중 - - -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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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저장기기

(1)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극저온냉각시스템, 복합재, 전자석댐퍼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극저온냉각시스템과 전자석댐퍼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복합재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초전도 벌크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플라이휠에너지저장장치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한국전력공사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2차품목 초전도베어링 복합재회전체 전력변환기 진동제어기

수입의존도 소 - 중 중

기술수준 90 - 70 70

주요업체 한국전력공사 하나엔지니어링 우진산전, 메가플럭스 경주전장

R&D지원 
필요도

중 중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3차품목 초전도벌크 극저온냉각시스템 허브 복합재 전동/발전기 전자석댐퍼

수입의존도 소 중 - 대 소 중

기술수준 100 70 - 80 70 70

주요업체 원자력연구소 CVE, 덕성 하나엔지니어링 애드컴텍 넥스디 경주전장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중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중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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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핵심 부품

(1) 극저온 냉동기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터와 열교환판을 제외한 대부분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극저온 냉동기, 구동기구, 냉동기 드라이버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압축기와 열교환기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모터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극저온 냉동기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70

주요업체 태산 LCD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

2차품목 압축기 열교환기 냉동기 제어시스템

수입의존도 대 대 대

기술수준 80 90 70

주요업체 현민기연 현민기연 태산 LCD

R&D지원 
필요도

중 소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 - -

3차품목 모터 피스톤/실린더
압축기
제어기

재생기 열교환핀 구동기구
냉동기 

드라이버
극저온 온도 

제어기

수입의존도 소 대 대 대 중 대 대 대

기술수준 90 80 80 80 85 70 70 75

주요업체 효성, 현대 현민기연 현민기연 현민기연 CVE, 덕성 태산 LCD 태산 LCD 태산 LCD

R&D지원 
필요도

소 중 중 중 소 대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 - - - - - - -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 257 -

(2) 절연 소재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절연 신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절연 신소재와 신소재 첨가제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극저온 고전압 절연 소재와 절연 설계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극저온 고전압 절연 소재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효성, LS전선

R&D지원 
필요도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절연 신소재 절연 설계 절연모델기 제작

수입의존도 대 중 소

기술수준 50 80 60

주요업체
상아프론테크, 태양물산, 
(주)한국고분자, (주)영우, 

효성, LS전선 고려애자, 극동도기, 효성

R&D지원 
필요도

대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3차품목 신소재 첨가제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50

주요업체 LG화학, 대림화학, 한화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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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에너지절약형건물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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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에너지절약형 건물 기술은 건물설비분야의 최적제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연간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는 건물용

운영관리 솔루션(H/W+S/W+운영관리 포함)을 개발하는 기술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건물운영관리 부문의 국내·외 시장규모는 점진적 확대 예상

※ 세계시장 : 10조원/년(’07년) → 30조원/년(’30년)

국내시장 : 0.2조원/년(’07년) → 1조원/년(’30년)

□ 건물운영관리(BAS) 시장은 지능형건물(IBS) 시장의 1/3 규모

출처: 한국건축 친환경설비학회 (2008.7)

□ 해외 글로벌기업이 국내시장의 70% 이상 점유

ㅇ미국(하니웰, 존슨컨트롤즈, 앤도버), 캐나다(델타컨트롤스), 독일(지

멘스), 스위스(사우타), 일본(야마다께) 등 70% 이상 수입 의존

ㅇ국산기술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S, I사)는 극소수에 불과

② 기술동향

ㅇ해외는 IEA의 건물분야 Annex, 일본의 “Cool Earth” 프로그램,

미국 DOE 산하 LBNL/NIST 등 정부주도의 건물에너지 R&D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실증화 위주로 R&D 및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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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의 22개국과 EU는 주택과 상업건물, 업무시설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건축과 설비기술을

융합한 passive적 수법을 적용하여 건물부하를 최대한 절감

- 미국 NIST의 ‘Cybernetic Building System(CBS)’ 프로그램

*컴퓨터 통합 지식시스템으로 건물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고 기능 통합 운영

ㅇ국내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B/C 효과가 낮은 분야에

R&D 지원되어 고효율 설비의 경우에도 에너지절약관리는 한계

- ON/OFF, 온습도감시, 예약운전 등 단순제어 기능만 주로 활용

ㅇ기술 표준화 동향 : 표준 통신방식인 BACnet*

* ’95년에 ASHRAE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ISO 및 KS규격으로 등록

③ 주요기업 동향

ㅇ해외 주요기업은 자동화 운전기술 위주로 제공되며 에너지개념은 부족

- (미국) Andover, ALC, GE, Johnson, Honeywell 등은 웹 콘트롤

과 BACnet 등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내수/수출용 지원

- (독일) Siemens 등은 유럽 표준 EIB와 BACnet으로 통신 표준화

- (일본) Yamatake의 자체 개발프로그램이 전 시장을 장악

ㅇ국내는 S사, I사 등이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에 근접한

기술력 보유하였으나 시장에서 토종업체의 Market Share 미미

- (S사) BACnet 기반 설비, 전력, 조명 통합관리 Contro City 개발

- (I사) 건물자동화 제어시스템인 FRONNIX 및 BACnet 응용기 개발

당면과제

□ 건물공사비 2%금액으로, 시공되는 건물 운영기기의 효율적 시공과 운영을

통해 에너지소비 저감이 15% 이상 가능한 시스템 개발·보급 절실

ㅇ에너지 비용은 건물 완공후 건축주(거주자) 몫으로 설계자나 시공자의 관

심이 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개발을 통해 보급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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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전략의 선정배경

ㅇ건물분야는 국가에너지소비량의 25%를 차지하는 종합기술 분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미미

ㅇ향후 시장 확대, 에너지저감이 예상되는 분야는 Operation 부문

으로 Building 부문/System 부문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가 가장 우수

- 향후 제로에너지 건물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설비운영의

에너지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 기술개발이 필수적임

ㅇ건물운영관리제어기에 에너지절감 기능을 추가하면 글로벌

기업군의 경쟁모델보다 고부가가치화, 수출아이템화 실현이 가능함

□ 고급 IT기술을 접목한 저가보급형 건물제어모델로 기술력 향상

ㅇ선진시장에서 점진적인 보급 확대 지원책을 통해 인지도 확보

ㅇ글로벌 해외선진사의 경쟁품목 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 주요 전략품목

• 에너지 최적관리 및 제어기기(e-DDC)

• BACnet 기반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솔루션

□ 웹기반 건물제어 정보포탈 병행 운영으로 인지도/편리성 향상

ㅇ건물제어기의 EZ Plug & Play 기능으로 첨단제품 이미지 구축

ㅇ인터넷을 통해 건물제어기의 에너지절약 사례 보급 확산은 건물

에너지 제어기기 확대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건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건물의 총생애비용(LCC) 절감

ㅇ최적제어시스템 적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

ㅇ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스템의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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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건축설비최적운영관리
솔루션

- 기존 Honeywell, Siemens 등글로벌기업의건물냉난방

제어용설비제어관리시스템과같은기본적인설비제어

모델을기준으로에너지 절약관련알고리즘, FDU 등

의 독창적 주변기기 등을 탑재하여건물의 에너지소

비량을 10% 이상 획기적으로감소시킨건물설비관리

시스템

- 필요성 : 보편적 건물설비제어시스템은 에너지소비량

감소보다 자동제어에 초점이 맞춰짐. 타 기술분야에

비해B/C가 10년이상운용시 5 이상으로기대됨

- FDU와 같은 독창적 주변기기는 글로벌기업의 주변기

기로수출가능함. 또한건물분야는국가에너지소비량

의 23% 이상을차지하여, 에너지효율개선이 1%만달

성되어도국가에너지소비량의 0.23% 개선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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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건물 운영관리 장비의 국산화로 국내시장 대체 및 글로벌시장 진출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년) 장기(2030년)

일자리창출(천명) 1.7 5.4

세계시장점유율(%) 1 10

수출(억원) 2,500 20,000

내수(억원) 5,000 10,000

CO2 감소(천tCO2) 1,453 6,028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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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건축설비의 최적제어 및 유지관리 위한 에너지절약 및 경제성 확보

ㅇ건물에너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통합(Energy Monitoring & Control System) 요구 증가

- 지능제어, MMI,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제어기 설계,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전자, 제어계측, 기계·설비, 건축 등 융복합 기술임

ㅇ운영 프로그램(e-MMI) 공동연구개발

-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TCP/IP, BACnet 지원, 관제점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처리, 수집정보의 실시간 Trend 표시, 보고, 운영자를 위한

Graphic 및 설정화면

ㅇ지능제어기술(e-DDC)은 자체 관리중인 건물과 연구소내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자체개발

- 기존의 Analog, Digital 입출력 처리, 장비별 검침 및 분석에 따른

2차제어, 경보, 표준 통신 방식인 BACnet MS/TP 탑재후 BACnet

인증, 설비, 전력, 저명 제어 알고리즘 탑재

□ 성능과 효과검증을 통한 실제 건물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ㅇ시설관리 프로그램(e-FMS) 자체개발

- 건물의 유지관리와 업무관리 차원에서 FMS 도입 사례가 증가

- 보유중인 FMS 솔루션을 기반으로 에너지관리 기능을 특화 개발

- 다년간 운영관리 경험전문가와 유사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개발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예: 교보타워)

- 안정성과 기능성이 기 확보되어 있는 MMI를 기반으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에 특화한 MMI로 보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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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S/W 개발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분석/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엔진 개발

ㅇ장비별 검침기술(FDU) 공동연구

- 건설사와 시스템회사의 시공완료현장 설치 및 분석을 통한 요소

부품 및 프로그램 공동 연구

□ 경제성 있고 국내·외 표준화에 대응한 시스템 개발

ㅇ국산화된 표준형 시스템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기존 건물 및 신축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호환성 유지

② 사업화전략

□ 선진국의 글로벌 리더들이 독점한 시장체제를 중·장기적으로 진입

ㅇ선진국 글로벌기업의 1차 공급자 추진 및 파트너십 강화

- Honeywell, Siemens의 모듈 공급자로서 기술력 강화

- 부품의 안정적 성능으로 인지도 확산후 국내기업군 신규 진입

□ 정부는 전략적 R&D를 추진할 기업군 선정 및 집중지원

ㅇL사 등 적극적 사업의지 표명한 기업군에 재정·행정적인 지원

- S, I사는 자체 R&D 의지를 표명하여 기타 적극적 기업으로 추진

ㅇ정부 R&D를 통한 체계적 기술력향상 및 시장진입 준비 병행

□ 국가별/시장별 대응체제를 달리하는 제품 차별화

ㅇ선진국 : H, S사에 모듈공급, 국내기업은 간편 기능·저가전략 병행

ㅇ개도국 : 기술력 바탕의 첨단고급 제품으로 고가전략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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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 및 제도개선

□ 건물 에너지 시설 운영관리 책임 제도 도입

ㅇ현재 건물의 첨단화/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반해, 운영 관리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

ㅇ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활성화

- 정부에 의한 전문가 제도 의무화 및 교육 훈련비 지원

- 에너지시설 운영자 자격 제도 시행

ㅇ에너지 절감 실적, 에너지 전문인력 기준의 운영 위탁 계약 시스템 정착

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건축설비

최적

운영관리

솔루션

-건물 지능제어(e-DDC) 모듈개발

-최적관리 시스템 (e-FMS) 개발

-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e-MMI) 개발

-필드디바이스유닛 (FDU) 개발

90 90 320 320 820

총계 90 90 320 320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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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건물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며,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3%

- 3극특허비율 : 21%

ㅇ건축설비 최적운영 관리 솔루션의 최신기술비중은 63%로 높은 편으

로 나타남

- “e-MMI 에너지모니터링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

중은 높았지만 특허경쟁력은 다소 미흡함

- “장비별 검침기술“ “지능제어기술“ “e-FMS 에너지진단 및 정보분

석 기술“ “e-MMI 안정성 및 통신기술“의 특허군은 최신기술과 경

쟁력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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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건축설비 최적 운영관리솔루션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모듈과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운영시스템, Analog & Dgital in/output, 통신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관리시스템, 기본입출력제어 및 통신기술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최적관리시스템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73

주요업체 삼성SDS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운영시스템(MMI) 관리시스템(FMS) 지능제어기 필드디바이스

수입의존도 중 소 중 중

기술수준 77 86 80 84

주요업체 삼성SDS 프리비티 I-Controls 지니스코리아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3차품목
제어 및 그래픽, 
통신프로그램

관리프로세스
기본입출력제어

및통신기술
제어알고리즘

Analog&Dgital
in/output, 통신

연산및통신

수입의존도 중 소 중 중 중 중

기술수준 81 80 86 80 78 80

주요업체 삼성SDS 프리비티 I-Controls 삼성SDS 지니스코리아 신아시스템

R&D지원 
필요도

대 중 중 중 소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소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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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그린카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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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린카 시장 전망
(출처 : EIA Annual Energy Outlook 2009)

Ⅰ. 시장 및 기술동향

그린카는 유해가스와 CO2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시스템 또는

이러한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동력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미래형 자동차 시장 전망

ㅇ미래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를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는 전기구동형 자

동차로 변화할 전망

ㅇ플러그인차(PHEV), 수소연료전

지차량(FCEV), 전기자동차(EV)

를 그린카의 대상에 포함

ㅇ플러그인차는 ‘15년 이후 급성장, ’30년엔 하이브리드차 시장보다 확대되

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 보급 이전까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그린카 시장 현황 및 전망

ㅇ 2015년경 미국내 그린카 시장

이 2007년 대비 5배 이상 성장

가능 전망.

ㅇ 2009년부터 급속한 시장성장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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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진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 수준과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 수행

* 일본 : 하이브리드카, 유럽 : 클린디젤, 미국 : 수소연료전지차 ➔ 플러그인차
ㅇ (美) 'Freedom Car' 사업을 통하여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차 기술개

발에 27억불(‘03년 ~ ’15년) 지원 중

ㅇ (日)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기술개발에 1,060억엔 지원

□ 선진 각국의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프로그램

주요 국가별 수소연료전지차 전략

③ 주요기업 동향

□ 플러그인차

기업 동향

美 GM社
Ÿ 64km의 순수 전기구동 거리 확보한

Chevrolet ‘Volt’를 ‘10년에 양산 예정

美 Fisker

Automotive社

Ÿ 80km 이상의 순수 전기구동 거리를 확보한

‘Fisker KARMA’를 ‘09년에 양산 예정

中 BYD社 Ÿ ‘08년 ‘F6DM'을 09년부터 양산 예정임

日 Toyota社
Ÿ ‘1/X Concept'을 토대로 ’10년 플러그인차

양산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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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은 ‘08년 플러그인 핵심부품인 리튬이차전지의 소재와 팩 개발 국

책과제가 시작, 완성차업체의 개발로드맵에 맞춘 기술개발이 진행 중

□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주체 동향

日 Honda
Ÿ ‘08년 6월 'FCX Clarity' 생산을 개시

Ÿ ‘18년 양산 예정임

日 Toyota
Ÿ ‘08년 9월 'FCHV Adv.'를 리스 판매를 개시

Ÿ ‘15년 년간 5만대 수준의 양산을 계획

美 GM
Ÿ ‘07년 'Equinox FCHV' 200대를 보급

Ÿ ‘20년 수십만대 단위의 생산을 목표

獨 Mercedes-Benz
Ÿ ‘12년 일반인 판매를 목표로 개발 중

Ÿ ‘15년 5만대 규모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음

日 Nissan
Ÿ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시험평가 중

Ÿ ‘07년 리스 판매를 시작

ㅇ한국의 현대자동차는 ‘20년 이후, 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보급 계획

* ‘00년 75kW급 스택을 장착한 ‘싼타페’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

* ‘10~’19년에는 연간 10만대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 계획

당면과제

□ 그린카의 경쟁력 확보와 보급 확대를 위해 핵심부품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

축이 병행되어야 함

ㅇ핵심부품 기술인 고전압 전력반도체 기술과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

등이 조속히 확보 필요

ㅇ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하드웨어 개발과 아울러 연계기술 및 효과적인 운

용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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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조기 상용화(‘12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충전인프라 우선 구축

ㅇ초기 제품 출시는 해당산업의 시장 선점 효과 초래

ㅇ그린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의 검증 또는 실증기반 구

축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시장창출효과를 극대화

□ 그린카 개발에 부합된 공통 핵심품목 기술 집중 육성

ㅇ수송용 에너지 절감 관련 핵심기술분야에 중점지원

ㅇ조기 상용화 목표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장기시장진

입을 목표로 한 전기자동차(EV)의 공통 핵심부품을 선정, 우선 집

중 개발

- 고밀도 에너지 저장장치, 고효율 전기동력부품, 전력반도체모듈

등이 핵심부품으로 선정

※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

경쟁력과 양산 인프라 확보 용이

< 세계 주요업체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IIT, '08.3) >

‘08년 일본 한국 중국 등 기타

점유율 50% 24% 26%

주요업체
산요전기 : 20%

소니에너지 : 15.6%

삼성 SDI : 15.6%

LG화학 : 8.1%
BYD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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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플러그인 시스템 인프라 연계기술

및 운용 기반

- 그린카의 보급을 위해 필수적인 충전
및 통신 인프라

- 가까운 미래에 충전인프라의 전력망
연계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충전시스
템 및 전력거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분야

- 차량-충전시스템 간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장치와 충전 전기에
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외부 설
비를 포함

그린카용 대용량 장수명 에너지

저장시스템

- 전력에너지의 저장장치로, 친환경 그
린카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가장 원
천기술 및 부품

- 국내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을 활용,
그린카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품
기술로 조기 활용 가능

그린카용 고효율 전기동력 시스템

공통부품

- 그린카의 핵심부품인 고효율 전기동
력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 고효율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버
터, 컨버터, 전력반도체 부품 기술 기
반 필요

장기
투자
품목

수소연료전지차량 실용화 기반

-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 (충전스테이션 보급 등)

- 수소연료전지차량 시장형성 및 보급/
실증 정책수립

- 저가의 대량 수소제조기술 개발

- 고효율 저가의 충전시스템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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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진입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4.7 72.6

세계시장점유율(%) 2 10

수출(억원) 500 90,000

내수(억원) 19,500 312,000

CO2 감소(tCO2) - 40,836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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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전략품목] 그린카용 대용량 장수명 에너지 저장시스템

ㅇ 그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분야와 협력으로 그린카 원

천기술 독자 확보 후 실증 사업

- 배터리 소재, Chemistry 및 출력과 내구성 향상 기술

- 소형, 경량화를 통한 차량 패키징 및 최적화 기술

- 신뢰성, 안전성 평가 기술 및 방법 표준화 기술개발

□ [전략품목] 그린카용 전기동력 시스템 공통부품

ㅇ 자동차의 핵심을 이루는 부품들로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

로 자체 개발을 통한 국산화

- 고효율, 고밀도, 고출력 구동모터 개발

- 고효율, 고밀도 인버터/컨버터 모듈 개발

- 전기구동 시스템의 설계, 제어기술

□ [국제공동연구] 플러그인 시스템 인프라 연계 및 운용 기반 구축

ㅇ 시스템 인프라는 아직 표준화된 기술양식이 없어 다양한 적용기

술이 출현예상

- 기술 검증된 시스템 인프라의 조기 현장 적용과 표준화 기술개

발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략 필요

- 국내 적용 인프라는 조기 자체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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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세계시장을 고려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 차량 탑재형 충전기 기술개발(고효율, 경량)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 인터페이스 핵심부품 개발

- 급속 충전 인프라, 충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차량 식별 및 과금시스템 도입을 통한 충전 인프라 실증화 기술

□ 수소연료전지차 실용화 기반 구축

ㅇ 세계기술과 기술 격차가 적어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이 유리

-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 실증화 단계에 있음

ㅇ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의 기술

개발 필요

- 연료전지 핵심소재 및 수소저장 기술개발

- 실증사업을 통한 부품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 수소연료전지차의 운전 및 운용 기술개발

② 사업화 전략

그린카 기술 중장기 사업화 전략

□ 1단계 (‘09년 ~ ’12년) : 상용화 기반 기술 및 인프라 구축

ㅇ 그린카 상용화를 위한 핵심 부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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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량 제작 및 적용 기술 개발

ㅇ 핵심기술의 표준화 및 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ㅇ PHEV 시범 운영을 통한 실증평가 및 실용화 기반 구축

□ 2단계 (‘13년 ~ ’20년) :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급 촉진

ㅇ 핵심 소재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저감

ㅇ FCEV/EV충전 인프라 및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한 보급 촉진

□ 3단계 ( ~ ‘30년) : 그린 수송시스템의 완성

ㅇ 그린에너지-그린카 연계 실증 및 시범운영의 그린 수송시스템의 완성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근거리주행용전기자동차 (NEV)의 자동차 도로 주행 허용

ㅇ 120km/h 이상 주행 가능 차 만 자동차 도로 주행허용

ㅇ 자동차기술 발전 단계상 80km/h을 우선 허용하여 현재의 기술

로 신규시장 창출 진행필요

ㅇ NEV 보급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시장형성에 주력

□ 그린카 사업의 총괄운영기관 지정

ㅇ 그린카 사업은 각 부처에서 각기 추진, 사업내용 및 범위도 유사

ㅇ 그린카 사업추진 기구를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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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그린카용
대용량
장수명
에너지
저장시스템

-에너지밀도향상기술

-내구수명향상기술

-베터리패키징및안전성확보기술

-차량장착성향상기술

80 160 480 1,000 1,720

그린카용
고효율
전기동력
시스템
공통 부품

-고출력밀도구동모터기술

-고밀도인버터기술

-고효율컨버터기술

-고밀도전력모듈기술

155 53 290 97 595

플러그인
시스템
인프라
연계기술
및

운용기반

-차량탑재형충전기설계및개발

-지능형고효율급속충전시스템개발

-충전인터페이스개발및표준화

140 140 500 1,000 1,780

수소연료전
지차량
실용화
기반

-수송용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핵심소재기술

-수송용연료전지운전기술개발

-수소저장기술

-연료전지성능향상및가격저감화기술

640 8,512 1,500 10,000 20,652

총계 1,015 8,865 2,770 12,097 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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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그린카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

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53%

- 3극특허비율 : 11%

ㅇ대용량 장수명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

력은 평균 40%수준

- “신뢰성 및 안전성 향상 기술”과 “패키징 및 차량 장착성 향상 기

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동향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밀도 향상 기술”은 최신동향과 경쟁력이 평균수준으로 분석됨

- “CD 모드 수명 향상 기술”의 특허군은 최신기술확보 및 특허경쟁

력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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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플러그인 시스템 인프라 연계 및 운용기반 구축기술의 최신기술개발

및 특허경쟁력은 40%이상으로 모두 우수함

- 가장 많은 특허수를 보유한 “지능형 고효율 급속 충전 시스템 개

발”은 최신기술개발과 특허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차량 탑재형 충전기 설계 및 개발” “충전 인터페이스 개발 및 표

준화” “충전 인프라 운용 및 실증화 기반 기술”의 특허군 역시 최

신동향 및 경쟁력이 평균 30%이하로 나타남

ㅇ그린카용 전기동력 시스템 공통부품 기술의 최신기술개발과 특허경

쟁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남

- 최신기술비율 57%, 특허경쟁력 64%

- 가장 많은 관련특허가 존재하는 “고출력 컨버터 기술” 특허군은 최

신기술확보와 특허경쟁력 모두 40%이하의 수준을 보임

- “고밀도 인버터 기술” 역시 해당특허수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특허

경쟁력이 20%수준으로 미흡

- 상대적으로 관련특허수가 적은 “고출력 밀도 구동 모터 기술”은 최

신기술확보 및 경쟁력 측면에서 전략품목 내 가장 우수한 핵심기술

로 평가됨

ㅇ수소연료전지차 실용화 기반구축 기술은 그린카 분야 중 최신기술개

발이나 특허경쟁력이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신기술비율 81%, 특허경쟁력 72%

- “수소저장기술”은 특허경쟁력이 우수하였고, 나머지 “수송용 연료전

지 운전 기술개발” “수송용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핵심소재

기술”도 특허경쟁력이 양호한 편이며 최신기술 비중은 70%이상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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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그린카용 대용량 장수명 에너지 저장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울트라케퍼시티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울트라케패시티, 케패시티 셀, 밸런싱 장치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

수입의존도 -

기술수준 77

주요업체
LG화학, SK에너지, SB리모티브 , 
넥스콘테크놀러지,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대용량 배터리 셀 배터리 관리장치 및 팩 울트라커패시터 

수입의존도 - - -

기술수준 90 77 70

주요업체
LG화학, 삼성SDI, SK에너지, 

자동차부품연

현대오토넷, 캐피코,넥스콘테크놀러지,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SK에너지
LS엠트론, 네스캡 자동차부품연

R&D지원 
필요도

중 중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중 소

3차품목 양극소재 음극소재 배터리 관리장치 배터리 팩 커패시터 셀 밸런싱 장치

수입의존도 - - - - - -

기술수준 90 90 77 77 70 70

주요업체 SK에너지 SK에너지

현대오토넷, 
캐피코

넥스콘테크놀러지,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GM대우, SK에너지

넥스콘테크 , 
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GM대우, SK에너지

LS엠트론, 네스캡, 
자동차부품연 

LS엠트론, 네스캡, 
넥스콘테크놀러지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중 중 소 소 소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소 중 소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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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카용 고효율 전기동력 시스템 공통부품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고효율 고밀도 컨버터/인버터 부분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고효율 고밀도 컨버터/인버터와 고밀도 전력모듈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고효율 Power Train

수입의존도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자동차부품연, GM대우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고출력 밀도 구동모터 고효율 고밀도 컨버터/인버터

수입의존도 중

기술수준 80 63

주요업체
브이씨텍, 자동차부품연, 

코모텍, 키네모숀

넥스콘테크놀러지, 브이씨텍,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LS산전

R&D지원 
필요도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3차품목 고에너지적 영구자석 저손실 코어 위치 센서 (레졸버) 고밀도 전력모듈 전류 센서

수입의존도

기술수준 95 77 80

주요업체 자화전자 - -

다윈전자, 
인피니언테크,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브이씨텍, 자동차부품연

R&D지원 
필요도

소 소 소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소 소 소 대 소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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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러그-인 시스템 인프라 연계기술 및 운용기반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플러그-인 시스템 충전 인프라, 충전 Cable, 충전 모니터

링 장치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없음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플러그-인 시스템 충전 인프라

수입의존도

기술수준 77

주요업체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LS산전,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인터페이스 부품 충전 스탠드

수입의존도

기술수준 90 90

주요업체 자동차부품연, 피엔이솔루션 피엔이솔루션

R&D지원 
필요도

중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3차품목 충전 Inlet 충전 Connector 충전 Cable 충전 모니터링 장치 차량 식별장치

수입의존도

기술수준 50 77 90

주요업체 - - LS산전
넥스콘테크놀러지, 

피엔이솔루션, 
SK에너지

SK에너지

R&D지원 
필요도

중 중 중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중 대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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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소형열병합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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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소형열병합은 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발전용량이 10MW 이하인 가스터

빈 또는 가스엔진 등을 이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화력발전․열전용 보일러 시스템 조합보다 에너지 효율을 약

30% 증가시킬 수 있는 고효율 종합에너지 시스템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해외 선진 13개국은 전체 발전용량에서 열병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1%에서 2030년까지 24%까지 확대 할 예정임.

□ 이러한 추세는 후발국가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국가

별 열병합 성장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추정됨

- 유럽: 150,000 ~ 250,000MW (By 2025)

- 캐나다: 15,500 MW (By 2015)

- 인도: 7,500 MW (By 2015)

- 일본: 29,400 MW (By 2030)

□ 정부는 ‘12년까지 소형 열병합을 700MW, ‘17년까지 총 2,700MW 보

급 확대할 예정

[국내 년도별 열병합발전소 구축계획] [선진 13개국의 열병합 발전 보급 계획]
(출처: 1.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경부

2. Combined Heat and Power-Evaluating the benefits of greater global investment, IE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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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해외 기술동향

ㅇ선진국은 이미 원동기 및 소형열병합시스템 기술을 선점한 상태로

원동기의 고효율화, 친환경(Zero Emission)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ㅇ후발국가에 대한 기술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추진

□ 국내 기술동향

ㅇ국내의 경우 소형열병합시스템 기술은 다수 기업(S사, B사 등)에서

사업 수행을 통하여 기술을 확보

ㅇ반면, 열병합 원동기는 300kW 가스엔진 개발, 55kW 마이크로 가스

터빈 개발을 추진하였을 뿐, 아직까지 개발 원동기가 국내 시장에

서 상용화 실적을 확보하지는 못한 실정

③ 주요기업 동향

□ 해외기업 동향

ㅇ가스터빈의 효율 향상 및 저배기(NOx 저감) 뿐만 아니라 Hybrid 시

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ㅇ전력생산 효율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고온 연료전지(SOFC)-가

스터빈 하이브리드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중

기업명 동향

Rolls-Royce Solar Turbine/
NREC

Ÿ SOFC용으로 0.5MW급, 수명 40,000시간, 효율 60%이상,
$400/kW 목표로 개발 중

Ÿ 연료전지 회사들과 공동으로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 시스템
개발 추진 중

Kawasaki(日)
Ÿ Micro-Turbine과 소형 가스터빈 시장 공략
Ÿ Genset 모델 GPC07D는 가스터빈의 열 생산 능력을 극대

화 한 모델로 가스 엔진과 경쟁 중

Allison(美)
Ÿ Cheng Cycle을 적용하여 발전 효율을 기존의 28%에서

38%로 대폭 개선
Ÿ Nox 배출량 10ppm 저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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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동향

ㅇ선진국은 이미 소형열병합시스템 기술 및 핵심기기인 원동기 기술을 선

점한 상태로 원동기의 고효율화, 친환경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ㅇ국내의 경우 기업 주도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일부 원동기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음

- 두산 인프라코어 : 소형 열병합발전용 300kW 가스엔진 개발 완료

- (주)뉴로스 : 55kW 마이크로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 완료 단계

- 두산중공업 : 5MW급 가스터빈은 600억원이상 투자하여 기술개발

진행중(2011. 9월 완료예정)

당면과제

□ 핵심구성품(원동기, 폐열회수보일러, 보조기기)에 대한 요소기술개발이

완료단계이나, 아직까지 개발 원동기나 시스템이 국내 시장에서 상용

화 실적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개발제품의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사업화 실적을 확보하기 위

한 실증시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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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소형열병합은 핵심구성품 기술개발 완료단계로, 조기 사업화

ㅇ소형열병합시스템은 기술 및 시장 성숙도가 높아 단기간에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ㅇ완료단계에 있는 핵심구성품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원동기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여 국내 업체의 수익 창출을

유도

□ 친환경, 고효율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목표로 R&D 추진

ㅇ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 가능하며, 종합효율 80% 이상의 높은

효율로 분산 전원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 목표 달성

*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자립형 도시 건설에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기저부하로 활용하

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규 시장 대상의 커스터마이징 R&D로 시장진입 장벽 극복

ㅇ서유럽 및 북미 지역은 해외 선진사에 의해 이미 시장 선점 상태

ㅇ 선진사들의 관심이 낮은 동유럽, 러시아, 동남아, 중동 등은 지리적,

환경적, 산업 여건등이 열병합시스템의 최적의 조건 제공

□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단가 절감으로 선진국 제품과 경쟁

ㅇ서유럽 및 북미, 일본 지역 같은 선진국에도 기술 개발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합리화로 진출이 가능

ㅇ동유럽, 북유럽, 중국 및 동남아 등의 후발 주자에게 제품 판매,

기술 이전 등의 형태로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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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신재생(연료전지,
풍력, 태양광)에너지의 연계에너지 발전 설
비로서의 역할 가능

•해외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및 유
지보수 측면에서 국내제품 Needs 높음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시
바이오가스,매립지가스,바이오디젤등을 연료
로 이용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선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가정용 개별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열병
합발전시스템

•초소형 스털링엔진 적용 1kW급 열병합발전
시스템으로서 소음, 진동, 유해배기가스 배출
면에서 타 원동기를 적용한 열병합발전시스
템보다 우월함

•원동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밀봉기술, 고체윤활기술, 고온재생기 기술)
의 개발이 필요

장기
투자
품목

밀러사이클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4행정 내연기관에 터보챠저를 이용한 강제흡
입으로 연료 이용효율을 극대화한 엔진임.

•린번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고,
엔진에서 직접 배출되는 NOx, CO 등의 유
해배출물이 적음

•엔진 축효율 45% 이상 전기효율을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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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2020년 세계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의 점유율 10% 달성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 장기(2030)

일자리창출(천명) 0.1 9.9

세계시장점유율(%) 1 15

수출(억원) 200 39,000

내수(억원) 500 57,000

CO2 감소(천tCO2) - 200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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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세계분산 발전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 관련 핵심기술인 열병합발

전시스템 기술의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국내의 소형열병합발전 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 보급이 예상되는

바, 국산화 시스템 기술을 개발

□ 우선적으로 국내 소형열병합 시장 구체화를 통한 조기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집중

ㅇ 실증화 사업을 통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ㅇ 핵심 원동기 Portfolio 강화를 위한 모델 다양화 기술개발,

ㅇ 소형 열병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방안 도출

□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ㅇ 열병합발전 시스템 통합설계 기술, 저위발열량 연료 연소기술,

Genset Package 설계기술, 통합제어 및 최적운전 기술 및 계통 연계

기술로 핵심기술 정의

ㅇ핵심기술의 경우 무리한 자체개발보다는 국내외 전문기관, 전문업체

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 리스크, 비용, 개발 기간을 최소화

ㅇ 기반기술(HRSG 설계/제작, BOP 설계/제작, 배관/전기/가스 기술

등)은 국내 Supply Chain을 적극 활용하여 발전설비 Value Chain

구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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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ㅇ 고온고체윤활 기술과 저·고온 기체 고체밀봉 기술은 해외 전문업체와

의 협력을 통해 관련기술 조기 확보 전략

ㅇ고효율 저공해 스털링엔진 열원용 연소기 개발 및 고성능 리니어 제

너레이터 개발은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자체 개발 추진

□ 밀러사이클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기술획득 전략

ㅇ중·대형 엔진에 이용되는 밀러 사이클 기술, 연료 분사 기술 및 예혼

합 압축 착화 기술은 산학연 전문연구 인력 활용과 해외 선진업체 또

는 대학/연구소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원천기술 습득

ㅇ밀러사이클 가스엔진의 핵심기술인 VVLT(Various Valve Lift and

Timing) 기술과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기술은 해외 선진

업체와의 기술 협력 또는 공동개발 형태로 개발기간을 단축

② 사업화 전략

□ 1단계 (‘09년~’12년) :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실증 및 스털링

엔진 핵심 기술 확보

ㅇ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통합설계 기술 확보

ㅇ 국내 가스 및 전기요금체계 하에 소형열병합 경제성 확보 어려움

⇨ 저발위 연료(Biogas, LFG)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열병합시스템

실증 수행으로 사업실적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 실증 성능시험을 통한 제품신뢰성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

ㅇ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인증체계 및 표준화 수립

ㅇ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Supply Chain 구축 완료 및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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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13년~’20년) : 국내.외 시장 진출

ㅇ 효율, 성능 개선 및 모델 다양화

ㅇ 동유럽, 러시아, 동남아, 중국 등을 Target Market으로 우선 진출

ㅇ 일괄공급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방식

의 수출 전략 수립

ㅇ 초소형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상용화 개발

ㅇ 현지 열공급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장벽 해소

□ 3단계 (~‘30년) : 제품 홍보 및 신규시장 창출, Portfolio 다양화

ㅇ 국제학회 및 전시회(Power-Gen,TurboExpo 등)를 통한 제품홍보

ㅇ 열병합발전시스템 제품가격 합리화와 전기․연료비 합리화로 인

한 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 촉진

ㅇ 기업 보유의 Global sales network을 활용한 제품 마케팅

ㅇ 선진사 시장(북미, 서유럽)으로 확대

ㅇ 밀러사이클 적용 가스엔진 원동기 개발로 최대의 발전효율을 보

유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 제작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전기가격과 연료가격 연동제도 도입

ㅇ전기가격 대비 연료가격의 가변성이 매우 커 사업성 저하

ㅇ연료가격 연동시, 국가적 전기난방 전환으로 에너지원의 낭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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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

-소형열병합통합설계기술

-가스터빈Genset Package기술

-시스템통합제어및계통연계기술

125 125 250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

-핵심원천기초기반연구

-원동기기술

-시스템최적화기술

-시스템통합기술

150 150 300

밀러사이클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

-밀러사이클적용엔진기술

-시스템최적화기술

-시스템통합기술

250 250 500

총계 275 275 250 25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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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소형열병합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이 매우 낮음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1%

- 3극특허비율 : 2%

ㅇ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기술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

경쟁력은 평균 46%수준

- “소형가스터빈 Genset Package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최신동

향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남

-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 실증평가 및 운전기술 / 최적화 통합

설계기술“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 통합제어 및 계통연계 기술“의

특허경쟁력은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신기술 개발은 미흡한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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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통합제어기와 Genset Package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통합제어기와 Genset Package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폐열회수시스템(HRSG)과 HRSG 덕트버너 economizer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소형가스터빈열병합

발전시스템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67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보국전기,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삼천리, 성도, 시엘케이, 

신일전기, 영평기계설비, 캐너텍, 
케이피에치, 코리아코젠파워젠, 

한국가스공사, SEK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가스터빈GensetPackage 폐열회수시스템(HRSG) BOP(보조시스템) 통합제어기

수입의존도 소 소 소 중

기술수준 73 100 65 67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보국전기,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삼정터빈, 

서울플루이드시스템, 신일전기, 
코리아코젠, SEK

대열보일러, 서울플루이드시스템, 
케이피에치, 코리아코젠, 태봉

마이콤, 삼성물산, 케이피에치, 
코리아코젠, 태봉, 효성

두산중공업, 보국전기, 
삼성물산, 신일전기, 

코리아코젠, 한국기술, KTS, 
LS산전, SEK

R&D지원 
필요도

대 소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소 소 대

3차품목 가스터빈엔진 Genset Package
HRSG

덕트버너
economizer

요소구성품
통합제어기

PLC
Simulator

수입의존도 소 중 소 소 소

기술수준 58 58 100 72 73

주요업체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신일전기, 

코리아코젠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서울플루이드시스템, 
엔알텍, 영평기계설비, 

코리아코젠

강림기연, 대림보일러, 
대열보일러, 범우이엔지, 
삼영열기, 케이피에치, 

코리아코젠

보국전기,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우진일렉트로나이트, 
장한기술, 케이 에스피, 

코리아코젠, 태봉, 효성, SEK

두산중공업, 보국전기, 
신일전기, 신호시스템, 

코리아코젠, 
한국기술써비스, KTS, 

SEK,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소 중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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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kW급 스털링 엔진 열병합 발전시스템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발전시스템과 스털링 엔진 부분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스털링엔진, 스털링

엔진 제작 기술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없음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발전기, 계통 연계 기술 등

Supply Chain 내용

품목 1kW급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

수입의존도 대

기술수준 60

주요업체 보국전기, 경동나비엔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품목 스털링엔진 고효율열회수기 고효율발전기 통합제어기 계통연계기술 패키징및최적화기술

수입의존도 중 소 소 소 소 소

기술수준 60 90 95 90 95 90

주요업체 보국전기 대열보일러
보국전기, 태봉, 

KPHE
보국전기 보국전기 보국전기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중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소 중

품목 고성능밀봉기술 고효율연소기술 고온고체윤활기술 고온재생기기술
스털링엔진제작 

기술

수입의존도 소 소 소 소 중

기술수준 50 85 50 70 60

주요업체 보국전기 보국전기 KSP 보국전기 보국전기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대 대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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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히트펌프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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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 및 기술 동향

히트펌프는 공기, 수열, 지열, 폐열원 등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

수하여 냉난방, 급탕 및 공정용의 고급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친환경

비연소(combustion-free)식 에너지기기를 총칭

① 시장현황 및 전망

□ 대표적 난방시스템으로서 거대시장 형성 및 지속적 성장 예상

ㅇ세계시장 규모 : 615억$ (‘08년) ➔ 1,700억$ (‘12년)

ㅇ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시장규모는 2001년 1,950만 유닛에

서 2005년 3,000만 유닛으로 매년 14%의 높은 성장률

히트펌프 제품군 시장규모 현황(BSRIA, 2008)

※ BSRIA : Building Service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

ㅇ세계시장은 Ductless 제품이 세계 4대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 제품별: Ductless(67%) > Chiller(AHU포함, 19%) > Unitary(14%)

* 지역별: 중국(20%) > 북미(19%) > 유럽(16%) > 일본(14%)

ㅇ국내 VRF 히트펌프 시장규모 : 5,800억(‘05년) ➔ 1조3천억원(’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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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동향

□ 일본은 히트펌프의 최고 기술 보유국

ㅇ냉난방 동시형, 축열형, 냉매 직접/간접 혼합형, 급탕전용형 등 제품의

구성이 다양

ㅇ친환경적인 HFC 냉매로 완전히 대체되어 국내기술 수준 대비 2~3년

정도의 기술적 우위를 차지

□ 일본은 Cool Earth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미국은 CCTP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고효율 HVACR 개발을 추진 중

③ 주요기업 동향

□ 일본은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 특성으로 다이킨, 마쓰시다, 산요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유

□ 북미는 Carrier, Copland 등 주요 Major 업체를 중심으로 중대형/

상업용 HVAC시스템, 압축기, 요소부품 및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

□ 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고압력비에서의 고효율 압축기,

저착상 열교환기 등 중요 핵심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확보

하고 있으나 다양한 솔루션 제공 등 해외 시장 인지도와 경험 부족

당면과제

□ 시스템의 고효율화 및 최적제어를 위해서는 관련 핵심 요소기술과 시스템

Integration 기술 개발이 요구됨

□ 고효율 히트펌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대 추진을 통하여 수출 제품

의 국내 Reference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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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

① 전략방향

□ 에어컨 등 세계적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냉난방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수출전략 상품화를 추진함

ㅇ냉매유량가변형(VRF) 히트펌프 시스템의 경우 현재 대비 20% 이상

고효율화로 일본의 경쟁제품 대비 경쟁력 우위 확보 추진

ㅇ국내 및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현재 대비 전략 방향)

* 해외시장 : 47억$(’08) → 80억$(’12)

* 해외시장점유율 : 7.5%('08) → 12%('12), 20%('30)

* 국내시장 : 1.3조원(‘08) → 1.7조원(’12)

□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측면의 향후 시장

과 기술 성장 잠재력이 큰 제품군을 우선 육성

ㅇ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개발을 통하여 기존 보일러를 대체, 약

10%의 이상의 Global CO2 배출 억제 히트펌프 (IEA HPC-BR6 보

고) 시장 점유

* 국내 시장 : 120억원(‘07) → 5배 이상 성장(’12년)

* 히트펌프 고효율화 (3%) 및 기존 보일러 대체(7%) ➔ 국내 총 CO2 배출량의

10%(5,000만톤) 감축

□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분야 발굴 집중 육성

ㅇ히트펌프 핵심부품인 고효율 압축기, 저착상 열교환기의 원천 핵심

기술 집중 지원

ㅇ중장기적으로 신냉매 및 신재생 열원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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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품목

 전략품목 명 특장점

단기
성과
도출
품목

고효율 VRF 히트펌프

- 대형 빌딩 냉난방용 고효율 VRF 시스템

- 급속한 세계시장 성장세 (연평균 16%)

- 선진 수준의 기술력 확보로 국내에서 기반을
다지고 해외 시장 개척 추진 중임.

- 에너지절약 및 CO2 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
화 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큰 실효
를 얻을 수 있는 최적합 기술

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 냉난방 급탕겸용 중소형 고효율 히트펌프 냉
온수기

- ‘12년에는 1,8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예측되는
다목적 히트펌프

- 보일러 등 1차 에너지 소비형 열원기기를 대
체, CO2 발생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대
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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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히트펌프로 국가 총CO2 배출량 10% 저감
(세계 시장 점유율 20%, Global TOP 2 진입)

주   요   목   표

지표 단기(2012년) 장기(2030년)

일자리창출(천명) 5.8 7.9

세계시장점유율(%) 12 20

수출(억원) 8,000 20,000

내수(억원) 16,800 24,000

CO2 감소(천tCO2) 47 222

시나리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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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전략

① 기술획득 전략

□ 고효율 VRF

ㅇ다양한 부하 대응 및 한냉지 성능 확보 중점 R&D

- 인버터 스크롤형의 경우 국내 자체 개발, DVI 압축기의 경우

선진업체(Copeland사)와 기술 제휴 개발.

-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육성

ㅇ저착상의 고효율 열교환기

- 고밀집화를 통한 소형화와 성능 향상 기술은 국내 자체 개발.

- 다양한 형태 및 재료 기술은 핵심 원천 기술개발 추진

ㅇVRF 시스템의 연관 운전 효율과 타 설비 연계 운전의 제어 솔루션 개발

- 주변 환경에 주변 환경에 맞는 최적운전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

술은 자체 개발

- 유지보수 및 타 설비와의 연계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해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신규 알고리즘 개발

□ 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ㅇ고효율 다목적 히트펌프 기술 개발

- 고온 토출이 가능하고 냉난방과 급탕 등의 다기능 사이클 설계

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

- EMS/BMS/RMS와 연계 및 보일러/동파방지 연동제어기 개발

- 개별/그룹/총합적인 제어를 유무선으로 수행하는 HMI 제어기

등을 BEMS 업계와 공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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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스템 구성을 위한 핵심 부품의 업계 공동 개발

- 다양한 부하대응과 한냉지 성능 확보가 가능한 인버터 및 유량

가변형 압축기를 선진업체와 기술 제휴 개발

- R410a 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냉매용 압축기 원천 기술부

터 국내 업체와 협력하여 기술 개발

ㅇ저착상의 고효율 공기용 열교환기

- 고밀집화를 통한 소형화와 성능 향상 기술은 국내 자체 개발

- 다양한 형태 및 재료 기술은 핵심 원천 기술로서 장기적으로 전

문 기업 육성

ㅇ고효율 물용 열교환기

- 고효율 컴팩트 판형열교환기 기술을 국내 자체 개발

- 핵심원천기술로서 차세대형 컴팩트 플레이트-휜형 열교환기의

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업 장기적 육성

□ 국내 보급 및 수출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

ㅇ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실증 site를 구축, 기술 개발 활용

ㅇ국내 보급의 활성화 및 수출을 위한 기술기준 확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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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 VRF 국내 보급 활성화를 통한 해외 수출 기반 마련

ㅇ 정부 보급 정책과 연계한 국내 시장 점유율 점진적 확대

□ 에어컨 등 세계적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동반 전략 상품화

□ 지구 온난화 대응한 수단으로서의 세계 냉온수기 시장 선점

ㅇ 1차 에너지 소비형 열원 기기 대체 수단으로 전략 품목 개발

히트펌프 사업화 단계

③ 정책 및 제도 개선

□ 열원과 무관한 고효율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ㅇ국내의 경우 지열원 히트펌프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보급

및 시장 확대에 한계 존재

ㅇ EU의 경우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포함(2008.12.18부)

□ 300톤 미만 냉동기에 한해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완화

ㅇ국내는 건물의 냉동기가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ㅇ관리자 인건비 부담으로 대용량 히트펌프 보급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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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전략품목 Key Technology

단기 누적치
(‘09-’12년)

장기 누적치
(‘13-’30년)

총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고효율
VRF
히트펌프

-핵심부품(압축기/열교환기)기술

-시스템제어및통합Solution기술

-신냉매적용기술

60 140 150 350 700

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히트펌프냉온수기사이클기술

-시스템제어및통합Solution기술

-핵심부품(압축기/열교환기)기술

-신냉매적용기술

60 140 100 200 5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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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현황분석

ㅇ우리나라의 히트펌프 기술은 최근 개발이 활발한 편이나 글로벌 기

술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유특허의 최신특허 비율 : 62%

- 3극특허비율 : 12%

ㅇ공통기술 특허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40% 수준으로 양호

- “친환경 자연냉매 적용 고효율 압축기 기술“ “고효율 열교환기 기

술“ “저착상 열교환기 기술“ “무착상 열교환기 기술“ “인버터 압축

기 기술/친환경 자연냉매 적용 기술“의 특허군은 최신기술 및 경쟁

력에 있어 미흡

ㅇ고효율 VRF 전략품목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모두 60%이

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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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형 다기능 고효율 VRF 시스템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군은 경

쟁력확보 측면에서 우수

- “냉난방기 고장 예지 및 시스템 제어 기술”은 특허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낮은 분야로 분석됨

- “히트펌프 부하 연계 통합 solution”은 최신기술개발 및 특허경쟁력

이 모두 미흡

ㅇ고효율 냉온수기의 최신기술비중 및 특허경쟁력은 모두 50% 수준으

로 양호하게 나타남

- “고효율 컴팩트 판형열교환기 기술” 관련 특허군은 최신기술의 비

중은 낮았지만 경쟁력 높은 특허의 검토가 필요한 분야

- “고압냉매(R410A)용 4-Way 밸브 기술“ “고압냉매(R410A)용 전자식

팽창밸브 기술“ “고효율 저소음 송풍기 및 전동기 기술“ “고효율

히트펌프 사이클 최적화 기술“의 특허군은 최신기술 및 특허경쟁력

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ㅇ고효율 하이브리드 열원은 최신기술개발이 평균 60% 이상으로 활발

한 분야

- “내부식성 고내압 수열교환기 기술”의 경우 최신연구 비중 및 특허

경쟁력이 아직 미흡한 분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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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1. 고효율 VRF 히트펌프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부품/소재 부문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성능 친수 FIN 및 Groove Tube 소재, BEMS/RMS , 신

냉매 등·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모터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고효율VRF시스템(HRModel), 시스템 제어 및 관

리, 고효율 BLDC 모터 등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고효율VRF시스템

(HRModel)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삼성전자, SCD, LG전자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2차품목 고효율압축기 고효율열교환기 모터 시스템제어및관리

수입의존도 중 소 중 소

기술수준 50 60 90 90

주요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대한공조, 
대한은박지, 성신

대한공조, 삼성SDS

R&D지원 
필요도

대 대 소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중 중 대 대

3차품목 Inverter압축기
고성능친수FIN및G
rooveTube소재

HeatPump용
열교환기

고효율BLDC모터 BEMS/RMS 신냉매

수입의존도 중 대 소 중 중 대

기술수준 50 60 60 90 50 10

주요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대한은박지, 

LS산전
대한공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SCD, 

LG전자
삼성SDS, 성신

후성테크, 
울산화학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중 대 소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대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2. 고효율 히트펌프 냉온수기

□ Supply Chain 종합

ㅇ 공백 부문 ☞ Main & HMI Controller

ㅇ R&D 강화 필요 부문 ☞ Main & HMI Controller

ㅇ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부문 ☞ 고효율 컴팩트 판형 열교환기

ㅇ 기술확보(민간주도) 필요 부문 ☞ 송풍기용 고효율 전동기

Supply Chain 내용

1차품목 고효율히트펌프냉온수기

수입의존도 소

기술수준 80

주요업체
가진기업,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범양냉방, LSMtron

R&D지원 
필요도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2차품목 Main & HMI Controller 고효율열교환기 고효율저소음송풍기 인버터압축기

수입의존도 대 소 소 중

기술수준 70 80 80 60

주요업체
가진기업, 

귀뚜라미범양냉방, 
승일전자

귀뚜라미범양냉방, 대한공조, 
장한기술

귀뚜라미범양냉방, 성신 대한공조

R&D지원 
필요도

대 대 중 대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중 대

3차품목
제어솔루션

프로그램설계
저착상고효율

crossfin열교환기
고효율컴팩트
판형열교환기

고효율저소음
송풍기설계

송풍기용고효율
전동기

수입의존도 소 소 중 소 소

기술수준 70 80 85 80 85

주요업체 귀뚜라미범양냉방
귀뚜라미범양냉방, 

삼성전자
장한기술, 태봉

 귀뚜라미범양냉방, 
삼성전자, 성신

삼성전자, 오양공조

R&D지원 
필요도

대 대 대 대 중

업종간협력 
필요성

대 대 대 중 중

주 : : 가격경쟁력 확보 : 기술확보(민간주도) : R&D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