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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에
반영된 행복 신드롬

<효

리네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효리, 이상
순 부부의 집에서 일반인들이 며칠 간의 민박을 하는 걸 콘셉트로 삼

고 있다. 제주도라는 보기만 해도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곳에, 그것도 조금 도심
지와는 거리가 있는 효리네 집은 반려견들과 반려묘들이 함께 뛰어 노는 곳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런 곳이라면 단 며칠이라도 잠시 모든 걸 내려
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사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잠시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사람과 사람이 진정한 관계로 소통하
고, 초록의 자연들 품에 폭 안기는 그 시간들은 의외로 굉장한 행복감을 선사한다.
<삼시세끼> 바다목장편은 득량도라는 외딴 섬에 들어간 이서진과 에릭 그리고 윤
균상 삼형제(?)의 일상을 담는다. 제목에 걸맞게 하는 일이라고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일이고, 그나마 일다운 일은 섬 한 편에 마련된 목장에서 산양들을 키워 그 우
유를 짜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시간 나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산양유를 드신 마을 어르신들이 주시는 음식들로 즐거운 한 끼를 만들어 먹는다.
지금 TV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무엇이 대중들
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복잡한 도시의 삶이 무
뎌지게 만든 우리네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다. 도시에서 훌쩍 벗어난 지점
에서는 그 흔한 밥 한 끼 먹는 일조차 대단한 행복감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처럼
대중들은 현실에 지쳐있는 만큼 행복에 목말라 있다.

미니멀 라이프,
비울수록 행복해진다

<삼

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이 행복을 찾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였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

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단출해지자 비로
소 그들은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들을 발견한다. 도시의 소음에
가려 들리지 않던 빗소리가 들리고, 도시의 네온사인에 보이지 않던 별들을 보게
된다. 너무 흔해서 별 감흥이 없던 음식들이, 이 단출해진 삶에서는 맨밥에 쌈, 고
추장만으로도 특별해진다. 나영석 PD의 프로그램들이 보여준 ‘미니멀 라이프’는
이처럼 비움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의 진면목을 담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러나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

행복신드롬, 그 다양한 문화의 양상들

행복은 어떻게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가 됐나
8

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고
사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누구나의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이를 하나의 트

소유하는 물건들은 그저 집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신경을

렌드라고 표현하는 건 어딘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

요구한다.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어 보이는 행복 추구에 대한 신드롬에 가까운 열망들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

것.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이 대량소비의 시대에 행복을 찾는 하나의 방식으

트렌드로 바라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다.

글. 정덕현(대중문화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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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 한번뿐인 인생,
마음 가는대로

행

복 신드롬의 양상을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 욜로(YOLO)를 빼놓을 수 없

니멀 라이프’와 욜로는 그래서 그 지향성이 같다.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하라”

다. 욜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인 말로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싶

는 욜로의 강령은 그래서 사고 싶은 걸 사라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욕망 속에서

은 일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인생은 단 한번 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며 살다 보니 잃어버리게 된 ‘진짜 하고픈 것들’을 하라

며 배우자는 이 새로운 삶의 철학은 과거 공동체주의와 가족주의가 갖고 있는 미

는 뜻이다. 소비를 하더라도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욜로가 제안하는

래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현재지향적이고 행복지향적인 가

행복의 방식이다.

치관을 내세웠다.
이러한 욜로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하게 된 건, 거꾸로
이야기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
목이다. 우리는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고
나아가 새 삶을 살고 싶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포맷해버리고 새 삶을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일찍이 알아차리고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
노력했다. 현실은 더 어려워졌고, 가족은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나의 생존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됐다.

로딩하고픈 욕망.
하지만 욜로가 자칫 여행으로만 소비되는 건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적 의미를 너
무 과소평가한 결과다. 사실 욜로가 이처럼 대안적 삶으로 등장하게 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자도생’의 삶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 경쟁적 현실, 우리는 혼자

행복 신드롬을
촉발시킨 각자도생의 시대

그

렇다면 무엇이 행복 신드롬을 촉발시켰을까. 그것은 최근 각자도생(各
自圖生)이라고 불리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욜로는 거꾸로 이를 긍정화 한다. 경쟁적 현실 자체를 벗

한다는 이 사자성어는 한때 함께 해야 모두가 살아남는다며 내세워졌던 ‘공동체’

어나 혼자서 살아남는 대안적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의 가치가 이제 일단 현재의 나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치

그래서 욜로는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

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사실 그 촉발점은 1997년 IMF로까지 거슬러 올라

한 일이 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는 덜 갖고 덜 소비하는 ‘미

간다. 그 때 많은 우리네 가장들은 한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70,80년대 회사는 가족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가장들의 머리에 각
인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가장들은 ‘회사는 가족’이라
는 등식이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허구라는 걸 깨달았다. 부랴부랴 집으로 돌
아온 가장들은 그러나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간 회사를 가족으로 여겨온
가장들은 등한시해왔던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그렇게
또 20여 년이 흐르면서 그 가장들을 보고 성장해온 다음 세대들은 결국 회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일찍이 알아차리고는 삶의 방
식을 바꾸려 노력했다. 현실은 더 어려워졌고, 가족은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
구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나의 생존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됐다.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금씩 우리 앞에 당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각자도생의 삶이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싱글족이라
고 해도 각자도생하며 ‘욜로 라이프’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소셜 다이닝’, ‘셰어하
우스’ 같은 대안적인 ‘소셜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한 세기를 겪으며 우리가 찾아낸 깨달음은 소중하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행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행복 신드롬은 보
다 나은 사회로 가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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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뿌리를
진정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

어린 시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다. 왜 사랑의 절정에서 결혼하는 주인
공들은 값비싼 결혼반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걸까. 게다가 왜 남자가 눈부신 결혼반지를 여
자의 손에 끼워주어야만 청혼이 성립하는 걸까. 결혼의 행복은 남자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일
까. 행복이란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값비싸고, 반짝반짝 빛나고, 큰 맘 먹고 어렵
고 힘들게 구해야 하는 물질적인 것일까. 오랜 시간이 지나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행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가 심어주는 그런 물질주의적 환상 때문에 소박하게
자신의 행복을 저마다의 인생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저평가되는 것이다.

찾아서

게다가 진정한 행복은 ‘상황이 좋을 때 반짝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꼭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
복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나 요행을 향한 대책 없는 기다림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남들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세상에서 유행하는 행복의 요건들에 좌우되는 행복이
라면,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쾌락에 가깝다. 행복의 뿌리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기쁨에서 시작된다.

<나는 다른 대륙에서 온 작은 새>를 쓴 시인 루미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들려준다. 옛날에 뱀을 잡는 땅꾼이 하나 있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뱀을 잡
글. 정여울(문화평론가·베스트셀러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작가)

아 친구로 만들 작정을 하고는 깊은 산 속으로 뱀을 잡으러 떠난다. 한겨울 새하얗게 쌓인 눈더미
속에서 땅꾼은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뱀 한 마리를 발견한다. 그는 이토록 무서운 뱀을 잡았다는
사실에 들떠 이 뱀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자랑하기로 결심한다. 뱀을 잡아 바그다드로 끌
고 오면서 그는 탐욕에 사로잡힌다. “모두 이리 오세요. 와서 내가 죽인 이 괴물을 보시오. 나의 모
험담을 들려주겠소.” 땅꾼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
지만 깊은 겨울 눈 속에서 발견된 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얌전히 겨울잠을 자던 중이었다. 남녀노
소, 귀족과 평민, 모두들 어떻게든 그 커다란 뱀을 보겠다고 까치발을 해가며 모여들었고, 드디어
거대한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바그다드의 뜨거운 태양이 거대한 뱀의 달콤한 잠을
깨워버린 것이다. 자신이 잡혀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뱀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찢어버리고, 집어삼키고 만다. 땅꾼의 허영과 욕심, 자기과시욕과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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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뱀’과 같은 분노, 땅꾼과 같은 탐욕을 잠재울 수 있을 때, 인간의 행복은 시작될 수 있다.

희망이라는 단어도 달콤하고 예쁘지만, 때로는 너무 다채로운 희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한다. “이 뱀이 바로 당신의 짐승-영혼입니다. 그놈을 당신의 욕심-에너지

있는 것들이 지닌 고유의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 ‘남이 가진 것’

의 뜨거운 공기 속에 내놓으면, 그놈은 달아올라 권력과 재물을 번창케 하고, 종내는 엄청난 재앙

을 쳐다보다가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가졌지만 가진 지도 모르는 것’을 성찰하는 마음의 여유

을 가져옵니다. 그놈을 그냥 눈 덮인 산 속에 내버려두십시오. 고요함과 친절함과 기도로써 그놈

를 잃어버린다.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로또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때로는 희망조차도 절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그런 것 따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제할 줄 아는 용기다. 희망을 줄여서 불행감을 줄일 수 있다면, 가끔은 희망도 절제해보자. 기대를

죽일 수 없습니다.”(루미, <나는 다른 대륙에서 온 작은 새>중에서)

줄여서 불행감을 줄일 수 있다면, 가끔은 기대감도 차분하게 접어보자. 욕망으로 들뜬 마음, 탐욕
으로 날뛰는 시선을, ‘내가 이미 지닌 소박한 행복’ 쪽으로 조용히 돌려보자.
유안진 시인의 말처럼, “군침 도는 밤참처럼, 달디단 낮잠처럼, 성남시 모란시장의 야바위꾼처럼,

내면의 행복을 찾는 과정은 무척 어렵지만 대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다. 돈이 있건 없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내면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유혹을 쉬지 않는 고질병”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니까. 불행을 끝장내는 최고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로 칭송받는 핀란드에서 교육의 목표는 ‘뛰어난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
라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핀란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걸쳐 교육개혁을 이루었
는데, 그들은 ‘탁월함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꿈꾸었
다고 한다. 행복의 뿌리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 혼자 기쁨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
람들, 나아가 우리 모두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 탁월함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런 ‘뱀’을 닮은 괴물이 마음속에 숨어 있다. 이 괴물이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것

아니라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 권리’ 속에서 행복을 찾는 태도야 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가치

이다. 이 괴물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끈질긴 집착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 대

가 아닐까.

한 복수심일 수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 끓어오르는 질투심일 수도 있다. 이런 아픈 마음
들이 모여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괴물’을 만들어간다. 행복이란 이런 괴물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내 안의 어둠이 쌓여 괴
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눈부신 축복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시험에 합격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 지속적인 행복이 되기 어렵다. 그 짜릿한
흥분은 승리감이나 성취감에 가깝고, 내면에서 차오르는 행복감과는 다른 것이다. 외부의 조건
에 좌우되는 만족감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중
요한 것이 아닐까. 내면의 행복을 찾는 과정은 무척 어렵지만 대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다. 돈이 있건 없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권
리. 그것이 내면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유안진 시인은 <희망을 줄여서 불행감도 줄이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내 힘에는 늘 과
적이고 과부하량이라/쓸 만하게 굴러가는 생활의 바퀴는 펑크가 나고/자족(自足)의 브레이크도
파열되고 마는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힘’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많은 짐, 너무많은 부
담, 너무 많은 욕심을 등에 짊어지기 때문에 이토록 불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족의 브레이크’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만큼이면 충분히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제의 기술이다. 내가
내 욕망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 내가 내 탐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우
리는 불행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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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NK

산행르포

‘해지는 풍광을 많이 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말이 있다. 저녁이 찾아오는 것은 낮 시간을 열심히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다. 세계 어느 대도

수락산(水落山・637.7m)은 수도 서울의 동북쪽에 솟은 바위산으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도 의정부

시 못지않게 복잡하고 치열했던 하루를 살아낸 서울에 해가 진다. 해가 지고 휴식을 위한 등불을 하나 둘 밝혀가는 서울의 야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를 이루며 능선을 뻗치고 있다. 주능선을 따라서 늘어선 ‘치마바위’, ‘철모바위’,

곳이 수락산이다. 누구나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수락산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가!

‘코끼리바위’, ‘하강바위’ 등 기암들이 모두 서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새라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

글·사진. 이승태(산행 전문가)

계는 수락산을 ‘한양의 수호산’이라고 불렀다.
서울의 명산답게 수락산에는 수많은 등산코스가 발달해 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산이라 어느 코스를 택

인생의
박자가
낯설어질 때,

하든지 5~6시간쯤이면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동막골~정상~수락골 코스는 수락산의 진경 대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으로, 교통도 편리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총 산행시간
동막골유원지 입구
(30분)

수락산

수락골 입구

새광장

큰바위샘

(1시간)

(10분)

송암사
(5분)

깔딱고개
(5분)

도안사
(30분)

독수리바위
(10분)

철모바위
(5분)

도솔봉
(30분)

철모바위
(7분)

수락산 정상
(5분)

코끼리바위 맞은편 전망대서 본
하강바위(왼쪽)와 불암산. 그 사이로
남양주시 모습이 아스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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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내원암 일대
계곡에 바위가 벽을
둘러치고 있어 물이 굴러
떨어지므로[水落]
이름 붙었다는 설과
산봉우리 형상이 마치 목이
떨어져나간 모습[首落]
같다고 해서 수락이라
불렀다는 설 등이 있다.

숭유억불?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
이성계가 한양 수호산이라 말한 이래 수락산은 지사들의 은둔과
풍류가 이어졌다. 산기슭 명당엔 왕족의 묘역과 왕실사찰이 들어
섰고, 여러 인물과 유적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온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자 삼각산 중흥사
에서 공부하던 매월당 김시습은 책을 모두 불사르고 유랑을 떠나
수락산 서쪽의 석림사 계곡으로 숨어들었다. 또 영조 때 영의정을
두 번이나 지낸 세도가인 홍봉한은 수락산 남서쪽 벽운동천(수락
골)에 우우당(友于堂)을 짓고 당대의 석학들과 정치와 충효를 논
했다.
덕릉고개 너머 만나는 덕릉마을은 입구에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

2
3

군의 묘인 덕릉이 있어 이름 붙은 곳이다. 마을 안쪽의 흥국사는 덕
흥대원군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능침사찰이었다. 옥류폭포가 걸린
옥류골 깊은 곳엔 순조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내원암과 은류폭포가
있다. 성리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왕조였지만, 이처
럼 죽음이나 왕자 생산 등 중대한 인륜대사 앞에서는 부처님의 가
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왕릉 옆에는 능을 관리하고 명복을 기

1 독수리바위능선. 바위를 따라

원하도록 능침사찰을 지었고, 세자가 없으면 세자 탄생을 기원하

굵은 쇠줄이 매져 있다.
2 소나무 뿌리가 드러난 등산로. 길바닥이

는 원당도 지었다. 성리학이라는 유교적 이념도, 고귀한 왕실의 왕

마사토여서 쉽게 바스러진다.
3 수락골을 내려서다가 만날 수 있는

족들도 결국은 손오공처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살았던 것일까?
불교는 미신이요, 불경은 요설이라며 수천 개의 사찰을 폐사시키

물개바위. 영락없는 물개 모양이다.
1

고 불교계를 축소, 통・폐합시켰던 조선왕조가 그 자신들을 위해서
는 새 절들을 지었던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수락산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내원암 일
대 계곡에 바위가 벽을 둘러치고 있어 물이 굴러 떨어지므로[水落]

네 곳의 절집이 들어선 동막골

마다의 색깔을 지닌 깃대를 단 화살을 장전해 시위를 당기는 눈매

이름 붙었다는 설과 산봉우리 형상이 마치 목이 떨어져나간 모습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1킬로미터쯤 떨어진 동막골 입구

가 사뭇 진지하다. 수락정 옆에는 샘도 있다. 수락정 앞 한 이정표

[首落] 같다고 해서 수락이라 불렀다는 설 등이 있다. 사냥꾼 아버

에 서면 맨 먼저 불암터널을 막 빠져나온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엔 도안사와 송암사, 도선사, 수암사 네 곳이나 되는 절집의 이름

지가 호랑이에 물려 간 아들 ‘수락’이를 찾아 이름을 외쳐 부르며

의 거대한 교각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그 아래로는 2016년 2월 개

이 걸려 있다. 수락산이 그만큼 깊고 수려하다는 반증이겠다.

헤매다가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은 뒤, 비오는 날이면 ‘수락아! 수

통된 덕릉터널이 시커먼 구멍을 드러낸 채 위압적이다. 교각 아래

굵은 참나무 숲 사이로 난 널찍한 콘크리트 포장도는 곧 송암사에

락아!’하는 소리가 들려 산 이름을 수락이라 했다는 슬픈 전설도

를 지나 밤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국

닿는다. 송암사 옆으로 경사진 길이 도안사까지 이어진다.

전해오고 있다.

궁수련장인 ‘수락정’이 나온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동호인들이 저

도안사는 절이라기보다 잘 가꾼 정원 느낌을 준다. 마당도 널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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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해도 굴러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 보이는 하강바위와 그 주변

골 깊고 물 맑아라!

에서 볼 수 있는 풍광의 빼어남은 말을 잃게 만든다. 이웃한 코끼

큰 바위 몇 개가 붙은 수락산 정상엔 삼각점과 국기봉이 있다. 힘

리바위 아래도 치마바위에 뒤지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대가 있다.

들게 올랐으니 누구라도 정상에 서고 싶겠지만 수락산에서는 무

지나온 도솔봉과 덕릉고개 남쪽의 불암산이 묘하게 겹치며 하나

리하지 않는 게 좋다. 정상을 이룬 바위가 높지 않아서 쉬워보여도

인 듯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긴 날개를 펼친 도봉산과 북한산

주변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오르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의 삐죽삐죽한 바위봉우리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품에 안긴

사고의 위험이 높다.

서울은 한없이 평안해 보인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마천루, 제2

정상에서 하산은 대략 서너 코스로 갈린다. 능선을 이어 수락산의

롯데월드도 예서는 성냥개비만 해서 재밌다. 서울N타워와 그 너

명물인 홈통바위를 지나 의정부로 가는 게 가장 길다. 홈통바위 근

다. 마당 끝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놀랍다. 남양주시의 각종 건물이

머의 관악산까지, 서울 전체가 그야말로 한눈에 들어온다. 철모바

처에서 석림사계곡이나 내원암 쪽으로 내려설 수도 있다. 많은 이

묘하게 가려지며 첩첩산중을 이루기 때문이다.

위 주변의 암봉은 또 어떤가!

들이 애용하는 하산길은 수락골이다.

도안사에서 포장도가 끝나고 나무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난 산길

이처럼 신선도 반할만한 전망 좋은 바위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나는

수락골로 가려면 정상에서 철모바위까지 되돌아와야 한다. 철모

이 시작된다. 사람이 가는 길인지 나무뿌리가 가는 길인지 분간이

수락이지만 불행히도 ‘북한’과 ‘도봉’이라는 ‘바위산의 신(神)’이

바위에서 서쪽으로 발달한 독수리바위능선을 따라 깔딱고개까지

안 되는 길을 오르면 곧 왼쪽으로 조망이 확 트이는 바위가 나온

버틴 서울에 터를 잡는 얄궂은 운명 때문에 그 절색이 그늘에 가린

간 후 왼쪽 계곡으로 내려서면 된다. 독수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다. 건너편 남쪽의 불암산과 동막골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양주 쪽

비운의 산이 되었다. 그러나 송곳을 주머니에 감출 수 없듯, 지금

이 능선은 주능선에서 볼 수 없는 비경을 품었다. 안부의 깔딱고개

조망도 트이기 시작한다. 수락산의 매력이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은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를 만나기까지 가파르고 거대한, 그래서 저마다 최고의 전망을 가

중간에 치마바위와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배낭바위, 철모바위 등
하나같이 비경을 보여주는 기암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걸음을 즐겁게 한다.
이처럼 빼어난 절경을 두고 그 누가 쉬어가지 않을까!

4

진 바위들이 연이어진다. 깔딱고개에서 왼쪽 수락골(벽운동천)로

이런 조망에 있다.

내려서는 길은 급경사 돌계단이 이어진다. 그러나 곧 너른 바위를

황홀? 수려? 그 어떤 미사여구도 부족하다

만나며 순탄해지고, 이후 물 맑은 계곡을 따라 1.9킬로미터 내려서

수락산은 국립공원인 도봉・북한산과는 등산로의 상태가 확연히

면 날머리인 수락골 입구다.

다르다. 넓게 패이고 훼손상태가 심각한 곳도 나타나며, 바위 성질

등산만큼 정직한 아웃도어 활동이 있을까! 죽은 척 할 수는 있지만

이 약한 곳에는 발 딛는 곳마다 둥글둥글하게 홈이 파였다. 그래서

5

삶을 사는 척 하지는 못한다. 등산도 마찬가지다. 등산을 하는 척

걷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할 재주는 없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두 발로 한

동막골을 따라 올라 처음으로 만나는 주능선상의 봉우리가 538미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올라야 정상에 닿는다. 우리 시대에 무척

터인 도솔봉이다. 이곳에서는 1.5킬로미터 떨어진 정상까지 수락

귀한 ‘정직’을 만나게 하는 산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산 능선이 한눈에 조망된다. 남쪽으로 불암산 너머 아차산과 남양

초록으로 뒤덮인 숲속 오솔길, 까슬까슬한 나무껍질과 바위, 날것

주시 일대도 걸림 없이 훤하다.

그대로의 펄떡임,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피어

도솔봉에서 내려선 안부삼거리, 수락계곡에서 오른 길이 합류한

있는 예쁜 들꽃들, 깨끗한 물과 공기, 이 모든 것 위로 불어오는 싱
그럽고 맑은 바람이 수락산에 있다. 하늘 가득 번지는 붉은 노을에

다. 이정표엔 여기서 수락산 정상까지가 ‘0.8km’라 적혔지만 실제
론 1.3킬로미터다. 중간에 치마바위와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배낭
바위, 철모바위 등 하나같이 비경을 보여주는 기암들이 연이어 나

4 하강바위 하단부를 돌아가는 길. 바위에 패인 계단이 재밌다.
5 코끼리바위 하단부. 등산인들이 바위를 지탱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곳이다.

이어 하나 둘 켜지는 도심의 불빛과 밤하늘 별빛은 덤이다. 행복이
란 이런 풍광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닐까?

타나며 걸음을 즐겁게 한다. 치마저고리를 한껏 펼쳐놓은 듯 너른
‘치마바위’는 늘 많은 등산인들이 조망을 즐기거나 땀을 식히며 삼

20

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당이다. 이처럼 빼어난 절경을

수락산

두고 그 누가 쉬어가지 않을까!

서울을 에워싼 여섯 산 중 동북쪽에 솟은 명산이다. 북한・봉산의 천 길 까마득히 솟은, 범접할 수 없이 위압적인 어마어마한 바위벽들과 달리 아기자기한 크기의 바위들이 키를 낮추고, 손

치마바위에서 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수락산의 백미다. 툭 건드리

대가 많으니 초보자의 경우 경험자와 동행하는 게 좋다.

을 내밀며 얼굴을 들이미는 친근한 산이다. 그러면서도 산세와 그에 따르는 품위의 격이 이들 산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으니 명산 중에 명산이요, 사람의 산이다. 그렇다할지라도 바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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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한화에너지 하갓냐 89.9㎽, 한전-LG CNS 컨소 망길라오 60㎽ ‘수주’

태양광으로
에너지 낙원을 꿈꾸다!

한화에너지는 괌 수도 하갓냐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단단 지역에
89.6㎽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억 5,000만 달러(1,680억 원)
이며 착공은 2018년 7월 예정이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약 4만 가구가 사

지난 7월 4일 미국령 괌 정부는 2건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융복합설비를 한국 기업에 발주했다. 한화에너지

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가 괌 수도 하갓냐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단단 지역에 설치할 설비를, 한전-LG CNS 컨소시엄이 괌 북동쪽에 위

이 프로젝트는 괌 전력청(GPA)이 발주한 건설·소유·운영(BOO) 방식의 민자 발전사업

치한 망길라오 지역 설비를 수주했다. 괌 정부가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를 ‘독립기념일’에 발주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

이다. 한화에너지는 현지 파트너인 PPTC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합작으로 설립해

이다. 필요전력의 대부분을 가스발전에 의존하는 괌은 태양광-ESS 융합설비로 외부에서 가스를 들여오지 않고 섬 안

GPA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직접 투자, 파이낸싱, 설계·구매·시공(EPC)과

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같다.

운영관리를 모두 수행할 예정이며, 25년간 발전소 운영에 따른 투자 수익을 확보할 것으

글. 안희민(데일리한국 기자)

로 기대하고 있다. 주간의 피크전력을 ESS에 저장(Peak Cut)한 후, 야간에 수요가 높은 시
간대에 방전하는 출력조정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 전력판매 이외 별도의 운영수익을 확보
1

했다.
특히 출력 안정화와 조정기술의 핵심 솔루션에는 한화에너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ESS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사기술을 가진 프로젝트로서는 세계 최
대 규모의 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수주를 발판 삼아서 태양
광 연계 ESS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업체로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LG CNS 컨소시
엄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쪽에 위치한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발전 60㎽, ESS 42㎽h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2억 달러(2,3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한전·LG CNS 컨소시엄은 전력판매계약(IPP)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
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부터 25년간 약 3억 4,000만 달러(3,900억 원) 규모의 전
력판매 수입과 8,000만 달러(920억 원)의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선진국 미국, 한국 기업 택한 이유는?
한국은 태양광-ESS 융복합기술 선진국이다. 한국의 태양광-ESS 융복합기술의 원형은 한
전이 수행한 2009년 가파도 에너지자립섬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양광, 풍력 등 재
생에너지와 ESS, 디젤발전을 혼합해 쓰는 방법이 연구됐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 적용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수급해 에너지
자립의 꿈을 갖고 있다. 태양광, 풍력과 디젤발전은 서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섬 전체
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했다. 이때 ESS가 주파수를 일정하게 공
급하는 역할을 했다. 가파도에선 ESS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였다. 성능이 떨어지는 납축
전지를 썼기 때문이다. ESS가 에너지기기로 제 역할을 인정받은 때는 2012년 말부터다. 당
1 괌은 해안가를 따라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지가 조성돼 있고 군사기지가 있어
많은 군인과 가족들이 산다. 원주민들도
현대식 생활을 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이

너지밀도와 순간출력이 좋아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용품서부터 전기차, ESS까지 범용으
로 쓰인다. 이 리튬이온전지를 적용한 ESS를 태양광-ESS 융복합장치에 본격적으로 쓸 생
각을 한 이는 현재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모 전무와 필자다.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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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 전지업계엔 리튬이온전지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리튬이온전지는 에

Autumn Vol. 123

25

김 전무는 한화그룹 태양광사업을 입안한 바 있다. 필자는 2011년부터 태양광, 풍력, 리튬
이온전지를 다뤄왔다. 마침 스페인에서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태양광-ESS
스테이션이 가동 중이라는 외신을 접한 뒤, 당시 김 상무에게 이것을 한 번 해보자고 제의
했다. 김 상무는 태양광-ESS 융복합스테이션이 가능한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용
역을 맡겨 알아봤고 당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태양광-ESS 융복합장치 7년이
면 디젤발전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전도 비슷한 사업을 2012년 중반부터
2

2015년 8월을 기한으로 진행했다. 다만 리튬이온전지형 ESS 대신 납축전지를 이용해 본
격적이지 못했다.

2 야자수가 놓인 괌 거리의 모습.
무공해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함도 있다
3 한화에너지가 태양광-ESS 융복합 설비를
건설하는 수도 하갓냐의 지형. 		
(사진 출처 : 구글어쓰)

천혜의 태양광 환경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는 이후 덕적도, 울릉도, 죽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전라
남도청은 관내 74개 유인도를 태양광-풍력-ESS를 이용한 에너지자립섬으로 탈바꿈시키
겠다는 계획을 2016년 발표했다.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는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졌
다. LG CNS는 2015년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에 28㎽의 태양광과 13㎽h의 ESS 융복합설비
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국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사업권을 수주한 사례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21차 UN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

태양광과 리튬이온전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태양광-ESS 융복합설비 부
괌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이지만 낮에는
섭씨 39℃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밤에도

품들의 가격 하락은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기본 생산품인 태

섭씨 27℃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양광 모듈은 현재 와트당 평균 35센트로 거래되고 있다. ESS의 경우 2015년에 1㎽에 4억

태풍의 발원지이기도 한 괌은 열대성

5,000만 원에 구축됐다. 2년 후 가동을 전제로 2~3억 원대로 계약되고 있다. 급격한 가격

스콜(소나기)이 내려 햇빛에 뜨거워진
태양광 모듈을 식힌다. 이는 괌에 사용되는

하락으로 인해 제조기업이 경제성 없다는 푸념을 할 법도 하지만 제조기업들은 시장이 확

태양광 모듈이 열대기후 맞춤형이 아닌

대돼 가격하락분이 상쇄된다며 오히려 반긴다. 가격 하락이 태양광-ESS 융복합설비의 대

국이 우수한 ICT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를

일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도 기대하는

중 보급을 앞당긴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선 기업들은 ESS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이듬해엔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가 선정한 기후변화대응

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과

알려졌다. 리튬이온전지 제조기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등장에 힘입어 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48시간에 이른다. 요컨대 괌 정부는

본 파나소닉이 제조한 리튬이온전지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CATL,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BYD가 삼성SDI와 LG화학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현재 글로벌 전

같다. 결정적으로 일조시간이 연간

자립을 이루려는 꿈을 가진 셈이다.
3

태양광-ESS 융복합설비 향후 전망은?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데 한국 기업을

지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은 새로운 ESS의 출현과 맞물린다. 전기차 차량에
탑재된 전지가 ESS역할을 한다. 평소 차량에 전기를 충전해 운영하다가 비상시에 차량 전

택했다.

지에 저장된 전기를 빼 쓸 수 있다. 이를 Vehicle to Grid(V2G)라고 부른다.
태양광-ESS 융복합설비에서 충전한 전기차가 계통이 연결되지 않은 격오지에 들어가 전
기를 밝힐 날이 멀지 않았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가격도 낮아지고 있지만 효율도 계속 오
르고 있다. 제조방법도 간단하다. 현재 태양광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는 결정
질 실리콘이다. 평균 효율 13% 정도다. 반도체와 동일하게 폴리실리콘이 원료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됐다. 세계 1위 태양광기업인 한화큐셀은 퀀
텀 기술, 한국 태양광 터주대감 이완근 회장이 이끄는 신성이엔지는 PERL 기술을 이용해
효율 19%에 달하는 대중적인 태양전지를 생산해 팔고 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자회사
솔라시티는 기왓장형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 테슬라가 생산한 파워월이라는 ESS와 결합
해 상품화되고 있다. 이 제품은 테슬라의 모델X 전기차와 결합해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 생
활상을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 ESS 산업에 선두주자인 한국 기업들도 앨런 머스크의 움직
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령 괌이 한국산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를 선택하고 대규모로 짓
는다는 사실을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생활상을 바꿔놓는 주춧돌이 된다는 커
다란 의미를 지닌다. 향후 미국령 괌과 여기에 태양광-ESS 융복합설비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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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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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지역사회 산업인력
양성 지원 나서

충북대와
관학협력협약 체결

석유관리원은 안전한
해수욕장의 ‘숨은 공신’

이동판매차량
불법 주유 특별단속

베트남에 석유관리
기술교육 실시

9월 7일~10월 26일 총 12회 권역별

의정부 공고 학생을 위한 실습용
연료유 지원 및 재능기부

양 기관 보유 시설 및 인력 공유를 통한
연구영역 확장 기대

석유관리원, 서해안 해수욕장 모래
오염도 확인⋯ 적합 판정

이동판매차량 이용한 변칙적
판매 증가 추세, 강력 대응

베트남 석유 공무원·국영석유회사
직원에 선진 시험기술 전수

개최⋯ 지역무관 사전 무료 신청접수

석유관리원은 의정부공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습용 연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꽃지해수욕장

료유 기증과 체험학습지원 등 재능기부를 약속했다.

에서 토양오염도를 검사할 모래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장

석유관리원 본사 입구에서 신성철 이사장(맨 앞중 가운
데)을 비롯한 베트남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 석유관

석유관리원이 본사와 전국 각 사업장을 중심으

석유관리원과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지역

석유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여 국민 안

석유관리원이 8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많은 휴

석유관리원이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베

리원)이 주유소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가짜석

로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전을 위해 서해안 유명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백

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로 이동판매

트남 석유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

유 근절 등을 위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공업고등학교에 실

석유기술연구소는 9월 14일 오후 5시 충북 청

사장 모래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한

에 대한 특별단속과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경각

으로 한 ‘석유 품질관리 시스템 역량강화 교육’

한 ‘2017년 전국 주유소 사업자 교육’을 9월 7

습용 연료유 기증 및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등 산

주시 소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충북대 공동실험

것으로 확인했다.

심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했

을 실시했다.

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일 강원

업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실습관과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 공

석유관리원은 보령시와 태안군으로부터 학암

다.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 간접

기술교육은 2006년 석유관리원과 베트남 품질

도(국립춘천박물관대강당)를 시작으로 10월

공업고등학교는 지게차 등 중장비에 대한 교

동연구개발 지원 및 정보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포 등 8곳의 해수욕장을 추천받아 해수욕장이

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

기술원(STAMEQ) 간 체결한 기술협력 양해각

26일 광주광역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권역별

육이 진행되는데, 연료유에 대한 예산 부족으

약속했다. 양 기관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지역산

개장되기 이전에 백사장에서 모래 샘플을 채취

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

서(MOU)의 후속조치로, 10회째 시행되고 있

로 개최된다.

로 학생들의 실습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서에

한 후 「환경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카드뮴,

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

다.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품질기술원 공무원과

이번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

는 소식에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나눔 활동을

는 ▲보유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공동 활용 ▲

수은 등 5가지 중금속 함량과 서해안기름유출

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국영석유회사 직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요내용 및 유의사항 ▲주유소 관리 방법 ▲주유

기획한 것.

첨단 기기분석 기술 및 정보 교환 ▲학술연구 및

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그동안은 한국형 석유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소 경영전략과 전망 ▲주유소 업계 현안사항 공

석유관리원의 이 같은 ‘학생 실습용 연료유 기

교류 ▲산업체 지원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함량 측정 검사까지 모두 진행했다.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하여 사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기초과정으로 진행

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강을 희망

증’ 활동은 수도권북부본부(본부장 강동수)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검사한 해수욕장의 모래

용하는 수법이다.

되어 왔으나, 올해는 시험실 설치부터 시험분

하는 사업자는 주유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장룡) 간 업무협약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는 석유 및 석유대

모두 측정 항목별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됨

이 밖에도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이동판

석 숙련도 향상까지 석유제품 시험결과에 대

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해당 교육 일주일전까지

을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향후 더욱 확대해 나

체연료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수 연료, 바이오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내렸다.

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

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지역별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e메일을 통해 무

갈 예정이다.

연료, 자동차 성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를

력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진행됐다.

료로 신청 가능하다.

28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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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돌풍 일으킬 신입사원들

“신고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파격적 행보 이어져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57%로 파격적 행보
석유관리원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석유관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채용 공고
를 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사무·기술·연구직 청년인턴 26명(대졸자 20명, 고졸자 6명)을 채용했다.
석유관리원의 2017년 신입직원들은 지난 7월 20일 입사식을 통해 임용장을 받고, 2일간의 직무 심화교육 수료 후

7월 24일 첫 출근했다. 이날 입사식에서는 석유관리원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웃
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성철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여러분은 석유관리원의 미래이자 동력”이라며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내 승리해 석
유관리원을 더욱 훌륭하게 빛내달라”는 당부로 축하인사를 대했다. 이번에 채용된 정규직 신입직원은 청년인턴 26
명 가운데 15명, 기존 채용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2명 등 총 17명이다.
석유관리원의 이번 채용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57%에 달한다. 신입직원 중 17%인 3명을 고졸자로 구성했

30

2017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 석유관리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이들이 등장했다. 바로 2017년 입사 신입사원들

으며 지역인재를 발굴을 위해 58%를 비수도권 출신으로 선발하는 등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발굴에 앞장서고

이다. 그런데 유독 이들의 얼굴이 밝고 당찬 이유는 뭘까. 정부 정책에 따라 관리원의 문턱을 낮추고 더 넓어진 시야로 엄선한 인재들이

있다. 석유관리원은 향후에도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해 획기적 인재 채용으로 극심한 실업난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기 때문이다.

기여할 계획이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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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ing

시너지 메이트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도자기 컵
만들기

보면 볼수록 어딘지 모르게 닮은
듯 보이는 두 사람. 가만히 보니
성격이나 가치관 등 서로 통하는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잘 맞는 점은 생각이

따로 ~
또 같이 ~
빚은
나만의
세계

‘긍정적’이라는 것.

우연이었지만 필연 같은 인연

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보수적인 사내 문화와 맞지 않는 행동을

신윤경 대리가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았던 것은 2012년도다. 그러

해서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는데 선배를 보면서 여러모로 배운 게

면서 직장 생활 5년 만에 첫 후배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정 대

많다고.

리였다. 그곳에서 이 둘은 3년을 함께 근무하면서 절친한 선후배

“대리님은 워낙 업무 욕심도 많으시고 바른 생활하시고 열정적인

사이가 됐다. 저마다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기 마련. 하지만 특별

분이세요. 후배가 생기고 보니 대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챙겨주

한 계기는 없었단다. 정 대리가 굳이 꼽는다면 “회사에서 보내는

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가 절대다수인 직장에선 특히나 여자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선배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도 꼭 대리님 같은 선배가 되기 위해 노

에 신 대리가 부연 설명에 나선다.

력해 보려고요(웃음).”

“저희가 근무할 당시 인사팀 개편이 있었어요. 담당 업무가 많아지
면서 야근도 잦아지고 업무적으로도 힘든 일이 참 많았죠. 정 대리

의욕 충만한 두 여자, 도자기 공방을 찾다!

는 입사 2년 차였던 때였고 저도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순환 근

둘은 의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길 좋아한

무 발령을 받아 간 상태였어요. 3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동고

다. “도자기 공예는 왠지 선배가 좋아할 거 같아서 참가 신청을 했

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 거 같아요.”

다”는 정가혜 대리. 그 제안을 신윤경 대리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보면 볼수록 어딘지 모르게 닮은 듯 보이는 두 사람. 가만히 보니

단박에 승낙했단다.

성격이나 가치관 등 서로 통하는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그리하여 지난 8월의 어느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도

특히 잘 맞는 점은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것.

자기 공방에서 그녀들을 만나게 됐다. 오전 10시, 약속시간이 되자

“평소에 저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공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도자기 체험은 둘

근데 정 대리도 그런 점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힘든

다 처음으로 이곳에 오기 전, 신 대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걸 만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업무 완성도도

게 될지가 무척 궁금했단다. 마침 강사가 수업에 앞서 무엇을 만드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신윤경 대리와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정가혜 대리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내 짝꿍’이다. 두 사람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 대리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묵묵히

는 게 좋을지 물었다. 둘은 상의 끝에 컵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 그

공통점은 매사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이라는 것. 그 사실을 증명하듯, 이 둘은 이번 코너에서 초보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실력을 뽐낸 것은 물론 환상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후배로서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간 시중에서 살 수 없어 아쉬웠던 아주 큰 사이즈의 컵을 만들어보

의 콤비 플레이를 발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도자기 컵 만들기에 성공했다.

신 대리의 말에 정 대리는 “철없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저 부끄

자며 의기투합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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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보여도 난생처음 도자기를 접한 초보자가 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작업.
초롱초롱한 눈으로 시범을 지켜보던 그녀들이 이제 실전에 나서보기로 한다. 이를 어쩐다.
분명 강사가 설명한 대로 했건만 원하는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자 그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리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조그맣게 새겨 넣는다. 뒤늦게 신
대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자였다. 자신이 사자자리인데 평소 동료들에게 메모를 남
길 때도 즐겨 그리는 그림이라고. 그래서인지 사자 그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이제 손잡이를 붙일 차례만 남았다. 이 과정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
했다. 선배답게 신 대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컵에서 손
잡이를 붙이면 좋을 만한 위치를 조언해주고 흙물을 바른 손잡이
가 컵에 잘 고정될 수 있게 손을 빌려준다. 신 대리 역시 정 대리의
도움으로 단번에 컵에 손잡이를 달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그 사실에 놀라며 두 사람은 끝으로
“도자기 공예야말로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배움이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든다”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애초 두 사람은 큰 사이즈
의 컵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
니었다.
어쨌든 그녀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도자기 컵을 만드
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이 되려면 아
직 몇 차례 과정이 더 남았다. 족히 한 달은 걸릴 예정이라는데, 이
참에 이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즐겨볼 참이다.

강사는 작업대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사는 좀 더 속도를 내어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기로 한다.

설명대로라면 컵 만들기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 보였다. 먼저 강

“이제 컵의 몸통을 만드는 코일링 작업을 해볼 거예요. 밑바닥과

사가 시범을 보인다. 점토를 밀대로 밀어서 평평하게 만든 후 이를

연결되는 첫 단은 엄지손가락 굵기 만큼, 그 위부터는 집게손가락

물레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손으로 물레를 돌려가며 조각칼로

굵기로 붙여가면서 안쪽과 바깥쪽을 밑단에 잘 붙도록 만져줘야

둥글게 재단하니, 순식간에 컵의 밑바닥이 완성됐다. 간단해 보여

해요. 컵 사이즈나 높이는 완성 시 20% 줄어들 것을 감안해 작업하

도 난생처음 도자기를 접한 초보자가 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작업.

도록 하세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시범을 지켜보던 그녀들이 이제 실전에 나서

코일링 작업 중간에 강사는 컵의 손잡이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진행

보기로 한다. 이를 어쩐다. 분명 강사가 설명한 대로 했건만 원하

했다. 손잡이가 어느 정도 말라 단단해져야 컵의 몸통에 붙이기가

는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자 그녀

수월해서다. 손잡이가 마르는 동안 그녀들은 다시 코일링 작업을

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레로 조물조물 성형한 끝에 비로
소 원하던 모양과 사이즈의 컵이 만들어졌다. 강사는 “초보자 치

함께 만들어 더욱 값진 컵

고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칭찬을

강사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컵의 밑바닥을 완성. 이제 좀 자신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었다는 표시로 각자 새겨 넣

감이 붙었는지 두 사람은 초반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고 싶은 걸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잠깐 고민하는가 싶더니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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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경 대리

정가혜 대리

2006년 기술직으로 입사해 지금은 본사 사업관리처 시
험총괄팀에서 근무 중이다. 전국 10개 본부에 있는 시험

2008년 인턴으로 입사해 11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1년 사무직으로 정식 입사한 후 현재는 본사 경영기

분석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획처 경영기획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자기 공예처럼 뭔가를 만들면서
생각을 슬로우하게 하는 것도 꽤나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utumn Vol. 123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더 큰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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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누림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안전한
석유로

지난 9월 7일, 취재진들은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위치한 오수휴게소를 찾았다. 가을이
됐다고는 하지만 한낮의 땡볕은 여전히
타는 듯 후끈한 상황에서 저 멀리

더 안전하게
달리세요

전북본부 직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전북본부

취재 일행을 맞이했다. 뜨거운

우연일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

휴게소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질점검 서비스’가 마침 오늘이 마지막날이란다. 그간 전북본부가

보여준 전북본부 직원들을 만나봤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행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가 오늘로
10회차를 찍고 2017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과
시작은 그 의미가 남다른 법. 전북본부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시원
섭섭한 미소가 감돈다.
오늘 전북본부에서 서비스를 나온 직원들은 총 8명. 이제운 팀장
을 포함 검사팀에서 7명, 시험분석팀에서 1명이 나왔다.
“저희 전북본부는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큰 사업장은 아닙니다.
검사팀 11명, 시험분석팀 5명, 본부장님 1명으로 구성된 곳이죠.
보통 검사1팀, 검사2팀으로 나누어져 운영하는데 저희는 검사팀
하나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남다른 점을 하나 더 덧붙인다면
LPG 품질 검사도 저희 검사팀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직원들이라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
하던 이제운 팀장이 전북본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그러나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관련 이야기를 들려줬다.
소규모 본부여서일까? 전북본부의 분위기는 어딘가 남다르다. 파
릇파릇한 젊음과 넘치는 활기로 각별한 동료애를 자랑하며 시종
일관 미소와 농담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힘든 일을 하러 나온 사람
들처럼 보이지 않는 탓이다.
“직원들의 연령층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립니다. 또 아무래도 검사
팀이 하나로 운영되다 보니까 팀별로 나누어진 곳보다는 더 많이
부딪치고 얼굴을 볼 일이 많습니다. 눈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
직원들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두루 갖춘 셈이죠.”
이제운 팀장이 부지런히 시료채취를 준비하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보일 듯 말듯한 미소를 짓는다.
모두가 오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10건의 시료 채취에 성공했지
만 이 정도로 만족할 전북본부 직원들이 아니다. 오후에도 몇 건이
나 채취할 수 있을지 꼼꼼히 가늠하는 모습들이 영락없는 검사 업
무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의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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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의 효과를 직접 느끼는 현장

해요.” 그가 채취한 시료를 들고 서둘러 이동시험차량에 오른다.

챙길 것을 주문하지요.”

화물차가 들어오자 2인 1조로 차량에 접근하는 직원들. 이들을 따

사실 전북본부는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처

전북본부 검사팀의 팀원들은 평균연령이 젊다지만 검사업무에 관

라 취재진도 이동을 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오자 무슨

음 탄생했을 당시만 해도 가짜 석유의 발원지로서 그 이름이 꽤나

해서만큼은 모두가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베테랑이다.

일이냐는 듯 궁금한 표정으로 차창을 내리는 화물차주. 직원이 찾

알려져 있었던 곳답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업무 강도를 자랑했

정인재 사원은 가끔 잡상인 취급을 하는 차주분들도 계시지만 ‘이

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협

던 곳이다.

런 일은 나라에서 꾸준히 해줘야한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차주

조를 부탁하자 차주가 “좋은 일을 하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초기만 해도 가짜 석유가 차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홍보가 덜

들을 만날 때면 지난 고생을 봄눈처럼 녹여버린다. 정동현 사원은

한명이 차주의 서류 작성을 돕는 동안 다른 한명은 재빨리 시료를

됐던 시절이니까 물류 비용을 아낀다는 생각에 운전자들이 별 생

평소 외근이 많은 탓에 이렇게 휴게소에서 다 함께 일을 할 때 오히

채취한다. 엔진의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오는 와중에 실시하는

각 없이 싼 가짜석유를 마구 사용했을 때였죠.”

려 보고 싶던 동료들 얼굴을 실컷 본다며 아이처럼 천진한 미소를

시료 채취는 제 아무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숨을 제대

이제운 팀장은 꾸준히 캠페인을 열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지었다. 팀 내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영

로 쉴 수가 없어 곤혹스럽다.

결국 가짜 석유업자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떠났으며 소비자들의

봉 사원은 찾아가지 않아도 일부러 와서 부탁하는 차주들을 볼 때

“그래도 좋은 취지로 벌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

인식변화 역시 크게 일어나 지금은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살

마다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광대를 끌어올리고, 이승운 사

고 있어요. 저희는 암행검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차주분들은 궁금

짝 귀뜸한다.

원은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다며

증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서 팀원들이 서로에게 가장 강조해서

큰 눈을 반짝 반짝 빛낸다.

출장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김환희 대리가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

주지시키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이는 이제운 팀장 역시 마찬가지다.

너도 나도 입을 모아 가짜 석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야기하는 전

지 못한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아무래도 휴게소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차

북본부 가족들. 그 살뜰한 가족애만큼이나 정품 석유 유통에 대한

는 차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도 못 붙이게 하는

량이 움직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유류를 취급하다보니 화재 발생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이 땅의 산천초목과 도로 위 경

차가운 거절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지금처럼 선뜻 응해줄 경우

위험까지 있으니까요. 늘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안전을

제가 좀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기분 좋은 미소를 절로 흘리기도 하니, 서비스 업무를 나온 전북본
부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셈이다.
“그래도 처음 이 행사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정말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국가기관이 무료로 연료를 검사해준다니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 비하
면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웃으면서 인사도 건네주시고⋯ 보람이
큽니다.”
고생이 많다는 인사에 김동훈 대리가 아니라며 씩씩하게 이야기
를 덧붙인다.

정품, 정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간다
오늘 행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안진수 대리다. 이번
에 시험분석팀으로 발령을 받아 오늘 처음 검사장소에 나왔기 때
문이다.
“처음이라 걱정스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가짜석
유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팀에
서 꼼꼼히 일을 배우면 검사 업무에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위치가 어디든 늘 최선을 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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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의 가치

한 치의 거짓 없는 정품 기름을 제공해

“정품 기름을 판매하는 것은
제 자부심입니다”

세차 서비스가 오롯이 청주관문주유소 직원들의 몫이라면 정품 유류를 제공하는 것은 매
월 품질검사로 ‘정품’임을 인증해주는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하모니이기도 하다. 청주관문
주유소 곳곳에서 눈에 띄는 품질인증주유소 스티커와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인증주유소
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 치의 거짓 없는 정품 유류, 질 좋은 유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제 자부심입니

아주 특별한 세차 서비스
“음식점에 비유하자면 맛집 있잖아요? 맛있으면서도 저렴해서 손
님들이 한 번 들르면 다시 생각이 나서 또 찾게 되는 맛집처럼 그런
주유소를 만들고 싶어요.”

우균 대표의 바람은 그가 꿈꾸던 모습을 똑 닮아가고 있었다. 10여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년 전 대기업 정유회사 브랜드 주유소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시작

좋은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간이

한 ‘No brand’ 주유소는 2012년 알뜰주유소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흐를수록 더 많은 고객이 단골을 자처하고

루 700~800여 대에 달한다.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차들이 주유

이때문에 이우균 대표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몸담은 알뜰주유소 조합, 한국오일프랜드 협
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품질인증주유소 협약을 권한다고. 협약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주유소

대구
다사농협
클린주유소
청주관문주유소는
기름을
채우려는

셀프주유소로 24시간 운영되는 청주관문주유소를 찾는 차량이 하

석유관리원에서 인증한 정품 기름을 사용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대전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듯 청주관문주유소 이

한 단계 도약 중이다.

다. 혹여나 알뜰주유소라고 유류 질을 의심하는 고객이 있다면, 우리는 정부기관인 한국

청주관문주유소

맺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나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문의하기도 한다.

있는 청주관문주유소. 이곳은 그렇게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고 있었다.
글. 정임경 사진. 장병국 일러스트. 윤마

소 밖에까지 줄지어 서있는 풍경을 연출한다고. 맛집 특유의 비법
이 있듯 많은 단골이 있는 청주관문주유소만의 비결이 궁금해졌다.
“알뜰주유소로 좋은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은 물론 세차
서비스에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차량이 세차기에 들어가기 전
저희 직원이 1차로 물을 뿌린 다음, 차량이 세차기를 통과하면 다
시 저희 직원이 범퍼나 사이드미러처럼 미처 기계가 닿지 못한 부
분을 손수 닦아줍니다. 이처럼 세심한 세차 서비스가 우리 주유소
만의 경쟁력이죠. 덕분에 매일 기름을 넣을 순 없지만 세차는 할 수
있다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웃음).”
이토록 정성스러운 세차 서비스를 기계로 세차하는 것보다 더 저
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유소가 얼마나 될까. 청주관문주유소
외에 거의 없다는 게 이우균 대표의 이야기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인 만큼 작은 실수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다며 옛이야기를 꺼냈다.
“고객이 주유소를 나가려는데 물기가 보이는 거죠.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에게 다시 작업하라고 했죠. 무려 세 번씩이나요(웃음).” 이
러니 고객이 믿고 찾을 수밖에. 이처럼 특별한 세차 서비스뿐만 아
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야
말로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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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Petro Patrol

oing

TIP

하루 종일 오가는 차로 시끄럽기만 하던 서울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의 한 공
터. 퇴근길 정체도 어느새 풀리고 어둠이 내려 주변이 조용해진 이곳에 덤프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잠

청주관문주유소

시 후 이동판매차량이 서서히 덤프트럭을 향해 다가왔다. 각 차량의 운전자들은 익숙한 듯 별 말없이 눈인사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만 나눈 후 주유차량 운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차키를 넘겨주었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알아서 연료 주

먹거리와 볼거리

입구를 열고 주유를 시작했다. 그때 적막이 깨졌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영상촬영까지 하고 있던 단속반
이 불법 주유현장을 덮친 것이다.

꼭꼭 숨어있는 석유 불법유통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검사팀 이현철 팀장은 “이우균 대표님

“ 꼼짝마! ”

께서 늘 품질인증주유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시고,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셨던 좋은 점, 앞으로 보강했으면
하는 점을 건의해주시니 저희 본부에서는 늘 감사드린다.”며 고마

글. 홍성민

자작자작한 국물이 밥도둑
‘짜글이 찌개’

운 마음을 전했다.
청주관문주유소가 품질인증주유소의 수식어를 단지 4년. 이우균
대표는 좋은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덧붙였다.
“대부분 고객이 ‘품질인증주유소’를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
워요. 사실 품질인증주유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정품 기

양념한 돼지고기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한가득

한국석유관리원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한 것은 이날로부터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초 특정 대리점으로

올리고 끓이는 ‘짜글이 찌개’는 청주 무심천 변에

부터 등유만 구입해서 판매하는 A석유라는 일반판매소의 거래량이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평년과 너무 달랐다. 단속은 직감으

가면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다. 얼큰하면서 칼칼

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고, 불법현장을 적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관리원 단속반은 유난히 추웠던 12월

한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조린 짜글이 찌개와 밥을
쌈에 싸 먹으면 “바로 이맛이야”라는 감탄사가 절
로 나올 것이다.

부터 한해를 넘겨 1월말까지 A석유의 거래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모든 움직임을 직접 따라다니며 추적했다.

A석유는 B대리점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후 본인 사업장 저장소에 하차하여 판매하지 않고, 구매자 C에게 등유가 든 차량
자체를 넘겨주는 이른바 ‘상차도’ 방식으로 등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상차도(上車渡)란 판매자가 운송할 차에 물건, 그러니까

름을 정량으로 살 수 있어 좋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좋은 기름을

등유를 실어주는 것까지만 책임지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인계 후 일은 구매자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A석유는 B대리점으로부

제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데 말이죠. 더 많

터 등유를 구입해 C에게 차량 자체를 인계하여 가짜석유 판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은 홍보로 누구나 품질인증주유소라는 단어만 봐도 좋은 기름을

단속반은 주유 중이던 주유기를 뽑아 바로 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험을 실시했다.
시약을 떨어뜨리자 색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등유 성분이 있다는 증거이다. 정상경유라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등유는 시

파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에 유통하기 전에 특정 시약에 반응하는 성분을 혼합하기 때문에 시약을 떨어뜨리면 색이 변한다. 가짜석유가 주유된 것이
확인되자 단속반은 이동판매차량 내부를 조사했다. 차량 내에는 세탄가 향상제인 윤활기유가 담긴 통과 이미 사용하고 비어

함께 더 큰 꿈을 그리는 사람들

있는 통이 가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 출력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탄가를 높이기 위해 등유에

최근 청주관문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들의 모습

세탄가향상제를 혼합하여 주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석유시장에 숨어드는 가짜석유 불법유통.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같은 검은

을 보며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었던 이우균 대표가 최근 주유
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국에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그림자들을 잡기 위해 오늘도 밤낮없이 뛰고 있다. 꼭꼭 숨어있는 석유 불법유통, “꼼짝마!”

서 단 하나뿐인 세차 시스템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주유소,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주유소’를

청주시 대청댐 부근에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
는 의미를 지닌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가 있다. 대청

만들겠다는 이우균 대표는 그와 함께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 함

호를 따라 이어진 3.2km의 산책로는 청남대의 백

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정주행할 거라는 단단한 각오를

미로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고 있노라면 힐링 그 자

전했다. 현재의 모습은 곧 미래의 모습이라 했다. 이토록 열정적으

2 3

체다. 깊어가는 가을, 청남대로 산책에 나서보자.
1

1. 잠입을 통한 불법주유 현장점검 전경
3. 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 사용자 차량 시료 채취 장면

로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청주관문주유소의 미
래는 분명 지금처럼 뜨거울 것이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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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my Energy

서울을 지키는 이유 있는 자부심

52
K인의 패기와 열정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죠!

58
K의 선택

g

항구의 수도, 부산의 맛!

goi ng
62
영원한 내편

천생 연분의 정석

66
별별 가이드

가상현실, VR방을 아시나요?

G

oing

Yo u a r e m y E n e r g y

예부터 ‘잘되는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했고, 이 말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도 적용됐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

서울을 지키는 이유 있는 자부심

려하는 따뜻한 마음,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 또한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도권북부본부의 뜨거운 열정을 들여다봤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의 마음으로
“불법 석유 유통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중심부, 대한민국 경제 1번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수식하는 말은 참으로 많다. 한국의 대표 도시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
의 석유 품질과 석유 유통 질서를 관리하는 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사우들
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이러한 자부심을 기반으로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 지난해
석유관리원 최우수 본부 즉, 전국 1등 본부라는 수식어를 달기도 했다. 지난해부
터 승승장구하던 기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 수도권북부본부는 3분기까지 목표 실적을 완벽히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
처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팀원
강동수 본부장

들이 자발적으로 3교대를 만들어 단속에 나서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저 직원들
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강동수 수도권북부본부 본부장이 정기적으로 직급별 미팅, 직원들과의 1:1 미팅
을 통해 일할 때 애로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평안함까지 들여다보는 것 또
한 같은 이유에서다. 석유관리원 창립 멤버였던 강동수 본부장 또한 초창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럴 때마다 선배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위안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때문에 그 역시 제일 먼저 수도권북부본부 직원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동수 본부장의 진정성 담긴 마음을 알기에 직원들
또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며 입을 모은다.
최근 이들은 “Fast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불법
석유 유통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점점 더 교묘하게 움직이는 석유제품
불법 유통자들을 빠르게 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짜석유가 유통되기 전
먼저 예측하고 차단해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뜨거운 열정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는 든든함까지 두루 갖춘 수도권북부본부 사우들. 이들이 있는
한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이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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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1·2 팀

검사1팀은 브로맨스 팀이다!

수도권북부본부는 1등 본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올해도 주어진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대한민국의 제1 도시가 서울이라면, 서울에 유통되는 석유의 품질과 유통 질서
를 책임지는 저희 검사1팀이야말로 석유관리원의 제1의 팀, 첫 번째 팀 아닐까
요? 열정, 실적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팀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유통되는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라는 사실은 검사1팀 팀원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준

시험분석팀

Mini interview

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 석유를 신고하는 소비자 민원이 유독 많은 편인데, 주
유 후 차가 이상하다며 다짜고짜 당장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소비자를 만날
때도 있다고. 이러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검사1팀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책임지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다모 팀장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검사2팀과 함께 최고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팀원
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스타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여덟 남자의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에 위치한 630여 개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검사 1팀 팀

브로맨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일곱 남자들은 불법 석유로부터 서울

원들. 우리의 끝없는 열정만이 서울 지역의 석유 유통 질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만큼,
늘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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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2팀은 블랙홀이다!

야심한 밤. 경기도 어느 공사 현장. 검사2팀 팀원이 공사장 인부와 같은 작업복으

시험분석팀의 소통 능력은 엄지 척이다!

Mini interview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뒷걸음질 친다. 이것은 검사2팀 팀원들이 기름 불법 유통
현장을 급습하는 모습이다.
검사1팀이 서울지역을 관할한다면, 검사2팀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유통되는 가
짜석유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늦은 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배려와
협력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공영윤 팀장

전국 지역본부 검사팀 중 최상위권이다.
“경기도 외곽이라는 지역 특성상 불법 유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지만, 검
사 2팀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건전한 석유유통 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

로 구성된 시험분석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름 아닌 소통과 공감이라고.
검사 1, 2팀이 채취해온 석유를 석유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분석을 한 뒤 결
론을 내릴 때면 팀원 모두가 빙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것. 그도 그
럴 것이 검사팀으로부터 받은 시료를 어떻게 실험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업

남궁명희 팀장

자는 일시적으로 사업 정지를 당할 수 있기에 그 어떤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점 교묘해지고 음성화되어가는 석유불법유통 업자를 추
적·단속하며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원들을 보노
라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분
위기 조성은 기본, 함께 뛰면서 모두가 성장해나가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고할 것을 요구하고, 시험분석 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결과 값을 예측해보는
것 또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이들은 기존의 시험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했고, 그 결과 시험업무 과정 중 추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분 좋은

습니다”라는 최정민 과장. 꼭 이루겠다는 다부진 그의 목소리에서 분명 이루어

결과를 맛보기도 했다. 자유로운 소통 아래서 진일보하는 시험분석팀, 이들의 도

질 꿈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전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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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인가’에 대해
늘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것이다. 남궁명희 팀장이 팀원들에게 명확한 판단을 위해 수많은 증빙자료를 참

거래 현장을 잡기 위해선 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 검사2팀
팀원들은 최고의 팀웍을 자랑한다. 그래서일까. 검사2팀의 실적은 석유관리원

Mini interview

마음을 매일 아침 내려온 커피로 전하는 남궁명희 팀장을 비롯해 3명의 팀원으

로 위장하고 근처에 태연히 서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공사 현장 작업자가
자신도 기름을 넣고 싶다며 이것저것 묻는다. 낌새가 이상했던 것일까? 홈로리

석유관리원의 유일한 여성 팀장이 진두지휘하는 시험분석팀. 팀원을 생각하는

Autumn Vol. 123

‘딱 지금처럼만’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팀원들에
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늘 열린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
고, 지금의 이 시험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
표를 던지며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팀원들이 있어 늘 든든
합니다. 원활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시험분석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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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인의 패기와 열정

oing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

검
총

90도, 120도, 150도로 깎아지는 벽 위에 박힌 형형색색의 홀드 들이 “어서 와”라고
손짓하는 인공 암장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이 스포츠 클라이

검사총괄팀의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기

밍에 도전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직 암벽을 오르고 또 오르는 것에 몰입한 이들
에게 스포츠 클라이밍은 기분 좋은 즐거움과 끈끈한 팀워크를 선사했다.
글. 정임경 사진. 엄성식

사

모두

괄

52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죠!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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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클라이밍, 삼지점을 기억해!
빠르게 달려온 가을의 푸른 하늘이 기분

용해야 해. 오르고 또 오르는 거지 뭐(웃

좋은 어느 토요일 검사총괄팀이 스포츠

음). 화이팅!”이라며 팀원들을 챙겼다.

클라이밍에 도전하기 위해 판교로 출동했

다음으로 박경수 과장이 출사표를 던졌

다. 매일 사무실에서 보던 반듯한 모습이

다. 검사총괄팀의 운동 마니아 박경수 과

아닌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한 팀원들은

장의 클라이밍은 보는 사람들을 절로 손

하나 같이 “낯설다”는 말로 반가움을 표했

뼉을 치게 만들었다. 강사의 말 한마디 한

다. 검사총괄팀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

마디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몸은 리드미컬

전하게 된 것은 막내 박채은 사원의 속 깊

아, 이 벽 맛이란!

하다.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자 암벽 위를

은 뜻이 담겨있었다고.

제일 처음으로 흰색, 노란색, 빨간색

오르는 박경수 과장의 몸은 흡사 영화 속

“다들 평소 앉아서 하는 일이 많고, 몸보다

등 각양각색의 홀드 앞에선 강염석 팀

스파이더맨이 건물 위를 오를 때의 모습

머리를 많이 쓰는 팀원들의 체력도 기르고

장. 하나의 홀드에 모은 두 손과 사뿐히 홀

을 연상케 한다. 이를 지켜보던 팀원들의

색다른 경험으로 기분 전환도 할 겸 신청

드 위에 서 있는 두 발은 오른발, 왼발 강사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와우! 과장님 멋져

했는데,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

의구호에맞춰조금씩이동하기시작했다.

요!” 응원에 힘입어 그의 움직임은 더 날렵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으윽!” 한 손, 한 손, 한 걸음 한 걸음 홀드

해졌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머리부터 발

(웃음).”

를 오르내릴 때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모든 신경을 집중했던 것 같아. 얼

새로운 도전 앞에 설렘과 떨림이 교차하

사력을 다하는 강염석 팀장의 소리에 일제

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 또한 관건이네(웃

는 표정의 팀원들. 귀를 쫑긋 세우고 강사

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내, 암벽의 각도가

음).”라며 박경수 과장은 나름의 노하우를

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점차 가파른 지점에 다다르자 자연스레 부

전했다.

“클라이밍은 팔과 두 다리를 삼각형처럼

들부들 떨리는 그의 팔과 다리를 보며 팀

이어진 팀 막내 박채은 사원의 클라이밍

만들어 균형을 유지하는 삼지점 자세를 취

원들은 스포츠 클라이밍이 결코 호락호락

차례. 홀드에 오르기 전 “떨어지진 않겠

유리하다는 말을 고스란히 증명해내는 듯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잘

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짐작했을 터.

죠?”라며 우려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했다.

맞출 수 있다면 멀리, 끝까지 갈 수 있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표한 점에

어느 팀원보다도 거침없이 올랐다. “와우!

“재미있어”, “저기 수직 벽으로 갈수록 힘

럼 본격적으로 도전해볼까요?”

다다른 강염석 팀장. 5m 정도의 짧은 거리

채은이 잘한다. 선수 같아.” 여기저기서 들

이 들지만, 성취감 있는데?” “떨어지지 않

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이 전신운동인 만

리는 팀원들의 응원 소리. 마치 삼촌 팬을

으려고, 최선을 다해 붙어 있었던 것 같아

큼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염석 팀장의 이

보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채은 사원

요(웃음)” 이제 벽 맛을 조금 알 것 같다는

마는 이미 땀범벅이다. 먼저 경험한 선임

의 움직임은 신속하면서도 유려했다. 보

표정의 검사총괄팀 팀원들. 첫 도전을 마

으로 그는 너무 재미있다며 “팔 힘으로만

통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하고, 균형 감각

친 팀원들의 얼굴에는 시작하기 전과는

가기에는 역부족이야. 몸 전체의 힘을 이

이 뛰어나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남성보다

달리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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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Sports
climbing
그러고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은 요행이 없
는 스포츠다. 목표 지점을 정한 다음, 코스

검사총괄팀

를 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몰입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 결과를

팀원들의 웃고, 즐기며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암벽을 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클라이밍의 매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종종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깨달았어요. 암벽에 오를 때, 빨리 가야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내부 운영과 외부 대응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생각으로 서두르다 홀드를 잘못 잡아 떨어질 뻔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쏟아지는 걸 보니 제 딸에게도

암벽을 오를 때도 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소개해주고 싶네요(웃음). - 강염석 팀장

결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 김지민 과장

을 비롯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한국석
유관리원의 모든 사업과 관련해 총괄하고
방향을 세우는 검사총괄팀. 빡빡한 업무로
바빠도 너무 바쁜 이들에게 오늘의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은 다이내믹 그 자체였다고.
그래서인지 비록 팔이 떨리고, 다리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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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고 있어, 끝까지 파이팅!”

렸어도 마냥 즐거운 얼굴이다. “함께 클라

평소 팀워크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검

이밍을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동료애

사총괄팀. 이들의 끈끈함은 첫 번째는 물

가 더 생겼다고 할까요?”라고 이야기하는

론, 두 번째, 세 번째 암벽을 오르는 매 순

백희연 대리와 “오랜만에 정말 많이 웃은

간 오롯이 드러났다. 한 팀원이 인공 암벽
을 오를 때면 다른 팀원들은 뒤에 앉아 응

또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홀드를 잡고 이동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암벽을 탈 때 온몸이 벽에 매달려 있는 만큼 집중력이

지금도 팔이 후들거려요(웃음). 모든 일이 그러하듯

것 같아요. 앞으로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필요했어요.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져 발을 헛디딜

스포츠 클라이밍 또한 처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종종 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숨을 고르

뻔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팀원들이 활짝 웃는 걸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 박경수 과장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어요. - 백희연 대리

원하고 격려하는데, 그 응원의 열기가 얼

는 유경표 대리 등 팀원들 모두 이곳에 들

마나 뜨거운지 마치 선수의 경기를 관람

어올 때보다 한결 여유롭고 활기찬 모습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다.

팀원들이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는 “괜찮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헤쳐 나가야 할 것도

아, 잘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끝까

많은 검사총괄팀. 단언컨대 이들에게 오

지 가야지”와 같은 추임새로 응원하고, 잘

늘의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은 그 어떤 일

오르는 팀원들에게는 “와, 잘한다. 멋지다”

이 닥쳐도 똘똘 뭉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처럼 격려의 말로 힘을 더해주는 것. 그래

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들

서일까. 누구 하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

만큼이나 기분 좋은 가을 하늘이 ‘수고 했

제가 나서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신청했는데, 유달리

마지막 홀드를 잡고 내려올 때 성취감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았다. ‘툭’ 하고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은 듯

어’라며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은 어느 쾌

활짝 웃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니 잘한 것 같아

‘할 수 있다’며 응원해준 팀원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던

같아요(웃음). 운동하며 땀을 흘려서인지 몸은 한결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다시 홀드를

청한 주말 오후, 이들의 특별한 외출은 이

뿌듯합니다. 오늘처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공유한다면

것 같아요. 이래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이겠죠?

가볍고, 기분은 상쾌합니다. 팀원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

스포츠를 즐기며 함께한 이 시간이 회식보다 팀워크를

큰 활력이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잡고 목표한 지점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렇게 마무리됐다.

소통 또한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채은 사원

더 끈끈하게 해줄 것 같아요. - 한일선 대리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 유경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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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선택

신선한 해산물부터 근현대사의 아픔이 담긴 대한민국의 소울푸드(돼지국밥, 밀면 등)까지. 다양한 먹을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부산은 미식의

광안리를 담은 어부의 맛

도시다. 영남본부에서도 남다른 ‘입맛’을 자랑하는 고수, 세 사람이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맛집을 찾아갔다. 싱싱한 회를 기본으로 아름다운 전망까

일명 항도라 불리는 ‘항구의 수도’ 부산은 국내 최대 항구도시이자 서울 다음으로 큰 대도시

지 펼쳐지는 ‘어부야 횟집’에서 군침 도는 현장을 함께 했다.

다. 남해바다와 동해바다를 잇는 동남권 끝자락이라는 위치는 사시사철 여행객들이 모여

글. 정설화 사진. 이성원

드는 이유다. 부산 여행을 떠났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 중 하나로는 광안리를 꼽을 수 있
다. 해운대와 더불어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광안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같이 한번 드셔보시렵니까?

항구의 수도, 부산의 맛!

무더운 더위가 끝나갈 무렵, 영남본부의 박상진, 정여희, 유재남 사원이 맛집 탐방에 나섰
다. 이들이 찾은 곳은 광안리 최고 전경을 자랑하는 ‘어부야횟집’. 어부의 마음으로 모든 해
산물과 횟감을 매일 직접 엄선해 제공하는 곳이다. 랍스터부터 대게, 코스요리 등을 저렴하
게 맛볼 수 있는 것도 이 집의 매력. 박상진 사원의 추천에 정여희, 유재남 사원이 기꺼이 숟
가락을 얹었다. 세 사람이 도전할 음식은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회 코스 요리. 모둠회를 비롯

박상진 사원

해 참치와 신선한 해산물, 매운탕 등. 바다 풍미가 담긴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회를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맛 집. 한 상 가득 풍성하게 차려지는 요리에 눈을
반짝이는 세 사람. 이들의 맛깔스러운 수다가 시작된다.

맛 Talk, '부산 미식회‘
박성진(이하 박)

문어와 신선한 해산물이 먼저 나오네요.

정여희(이하 정)

일단 보기에 너무 예쁘네요. 문어와 연어 샐러드나 산낙지가 정말 신선해보

여요. 우와~ 맛있네요. 문어 샐러드는 맛이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상큼해서 식전에 입맛
돋우는 에피타이저로 딱!인 것 같아요.
유재남(이하 유)

연어 샐러드도 부드럽고 좋네요. 산낙지도 고소한 참기름이랑 잘 어우러지

는 것 같고 되게 싱싱하네요. 입안에서도 꿈틀꿈틀해요. 저는 고향이 포항이라서 해산물
을 평소에도 즐기는 편인데 여기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정여희 기간제 사원

박

저렴한 가격인데 전복 샐러드도 나오고 정말 좋네요. 전복 특유의 식감도 좋고 신선함

이 그대로 느껴져서 입안에 바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정

개불, 해삼, 멍게도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 있는데다 입안에 넣으니까 바다 향이 물씬

나서 좋습니다. 특히 해삼은 오도독한 식감이 재미있어서 좋아요.
박

예전에 친구랑 왔을 때도 좋았는데 여기는 초밥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주더라고

요. 한 번 만들어 먹어봐요~
정

제가 먹어볼게요. 저는 농어를 좋아하니까 한 점 올리고. 음~ 내가 원하는 생선으로 직

접 만들 수 있어서 좋은데요. 해산물만 먹으면 왠지 좀 덜 먹은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이 초
밥이 있으니까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유재남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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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저는 고향인 포항에서 물회는 먹어봤는데 여기서는 처음 먹어봐요. 부산에 물회가 있

❹ 전매운 수제비의 달인
저수지휴게실

| 영남본부 맛집 리스트 |

주문과 동시에 반죽한

는 줄 몰랐어요.
박
유

수제비의 쫄깃함과

아무래도 포항 물회랑은 맛이 다르죠?

시원한 국물이 조화를

포항 물회는 양념을 직접 부어먹을 수 있고 물이 많은데 여기는 얼음이랑 고추장 양념

저도 울산이 고향이라서 해산물을 즐기는 편인데 여기는 음식도 깔끔하고 바다를 보면

대표 메뉴인 전복밥은

상보두현길 53
052-222-3664

맛집 중의 맛집이다. 진한

생전복으로 즉석에서
요리해주는데 각종

국물맛과 채 썰어 올려주는

나물을 넣어서 비벼 먹는

파가 포인트다.

맛이 최고.

서 먹으니까 입안에서 해산물이 더욱 생생한 것처럼 느껴져서 좋네요. 그리고 돌 위에 생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울산 동구 동진로 42
052-252-7477

예림2길 10
055-355-7764

이 올려져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함께 나온 참치회도 고소하고 부드럽네요.
박

울산 울주군 청량면

밀양에서도 손꼽히는

소도 많이 들어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웃음).

❻ 전복 요리의 모든 것
섬뜰

이룬다.

❸ 뜨끈하고 진한 국물맛
달구돼지국밥

을 섞어 주셔서 비벼 먹는 거네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삭한 채

정

포항

매운탕처럼 칼칼하고

여기 매운탕도 깔끔하고 시원한 게 좋네요. 생선회를 먹을 때 매운탕을 안 먹으면 왠지
❺ 폭염을 식히는 부산의 맛
소문난 가야밀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는 매콤 칼칼 시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맛이에요.

❹

정

전체적으로 음식이 깔끔하면서도 푸짐하고 끌리는 맛이에요. 젓가락을 놓을 수 없네요.

부산 대표 음식인 밀면과

유

정말젓가락을못놓고계속먹네요.나는배불러서더못먹겠어요.

비빔면 단 두 가지 메뉴만 하는

박

여기 추천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두 사람이 맛있게 잘 먹어서 기분 좋네요. 오늘 맛집,

❶ 시원한 물회의 맛
영덕물회

추천해도 되겠죠?
유&정

전문점. 잃어버렸던 미각을

밀양

살려주는 엄지척, 음식이다.

가자미와 광어를 기본으로 한

네!!!

물회가 대표 메뉴. 그중 해삼이
들어간 물회가 유명하며 반찬은
다양하고 깔끔하다.

회는 당연히 신선했고 가격대비 사이드 디쉬

055-855-9511

해물을 활용한 요리가 입에 착 감기도록 요리

부산 ❿

특수부위인 돼지
꼬리고기와 꼬리모둠,
삼겹살이 맛있는 곳.

돼 나와서 좋았어요. 다음에는 낮보다 저녁에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가서 광안대교와 부산 바다 야경을 보면 더 좋

고기를 즐길 수 있다.

을 것 같아요. - 정여희 기간제 사원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14번길 28
051-862-5880

❷ 꼬리고기계의 스테디셀러
꼬리집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곡성1길 8

도 훌륭했어요. 전복와 연어 샐러드 등 다양한

영남본부 3인방의
추천 한마디

❸

❶

울산

❷
❽

부산 사상구

❺

❾

사상로233번길 24
051-323-3146

❿ 가족나들이 맛집 명소
흙시루
훈제오리, 단호박오리구이
등이 대표 메뉴.
건강하면서도 감칠맛이

코스 요리로 연어, 게다리 튀김, 새우튀김뿐

❼

만 아니라 신선한 참치도 포함돼 있어서 바다
의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시원한 파도 부

❾ 부산사람들의 소울푸드
영진돼지국밥(본점)
부산 3대 돼지국밥 가게

여수

중 한곳으로 푸짐한
양과 깔끔한 국물 맛이

딪치는 소리가 눈으로도 들리는 것 같아 음식
신선한 회가 먹기 좋게 플레이팅 돼서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좋았어요. 더불어 회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초밥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방문해서 멋진 야경과 함께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 박상진 사원

느껴지는 음식과 정성스런
밑반찬이 일품이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51번길 28
051-722-1377

일품이다.

맛을 한층 돋궈주네요. - 유재남 사원

❼ 봄바다의 맛
우리식당
비린 맛없이 깔끔하고 푸짐하게 맛볼 수

❽ 믿을 수 있는 손맛
박가네순두부
각종 나물을 넣어 비벼먹는

6명이 만장일치로 꼽은 경남의 대표 맛집

비빔밥이 맛있는 곳. 삼겹살이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88-7

051-206-3820

직접 만든 순두부찌개와

있는 멸치쌈밥이 대표 메뉴. 영남본부 직원

055-867-0074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57번길 39(신평동)

올라간 사골두부전골도 인기.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길 91
051-97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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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내편

한강 야경이
이렇게 예쁜지는
미처 몰랐어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남편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네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
노현일 대리 &
아내 김희경 씨

자상한 남편의 귀감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해 질 녘의 한강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
없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가을 기운이 더해져 마치 쇠라의 ‘그
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옮겨놓은 듯하다. 텐트와 돗자리를 준
비해 풀밭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커플, 아이 손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는 가족, 한강을 바라보며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 주말을 맞아
휴식을 청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뿐해 보인다. 그 인파 사이
로 두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현일 대리와 김희경 씨 부
부가 보인다.
“주말이고 주차가 어려울 듯해서 지하철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
강에 오니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치네요.”
혹시나 늦을까봐 일찍 채비를 해서 약속장소에 도착한 부부는 오
랜만에 천천히 산책도 즐겼단다.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천생
연분의
정석

도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보아 산책 내내 그러했을 것이다. 결
혼 3년차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은 여전히 신혼부부의
모습이다. “신혼부부 같다”는 말에 아내 김희경 씨는 남편을 한 번
바라보더니 수줍게 미소를 보였고, 노 대리는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담소를 나누는 동안 유람선에 승선할 시간이 다가왔다. 알고 보니

선한 눈매가 꼭 닮았다.

이번 이벤트는 사보 공고가 뜨자마자 노현일 대리가 번개 같은 속

남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살짝 처진

도로 신청한 결과 얻은, 아내를 위한 ‘생일선물’이었다.

눈꼬리도, 식성도

“9월 초가 아내 생일이거든요. 나름 깜짝 이벤트로 준비하고 싶었

비슷하다.

는데 사보 취재다 보니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

둘 모두 산책하는 것을

강 유람선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 타보고는 처음이

좋아한다. 무엇보다 첫

고, 주말을 맞아 둘이서 데이트도 할 겸 단 1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

만남에서 서로 결혼을

했죠. 일단 신청은 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했는데

직감했다. 뻔한 얘기지만,

운 좋게 ‘당첨’이 되었네요.” 그의 말에 아내가 화답한다.

이런 천생연분이 없다.

“당연히 기분 좋았죠. 유람선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강의 야경을

글. 정영아 사진. 김성헌

본다니, 로맨틱하잖아요. 원래 자상한 성격이라 평소에 소소한 이
벤트를 많이 준비하는데, 유람선 데이트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
혼 프러포즈 이후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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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한강 유람선 데이트가 설레는지 김희경 씨 얼굴에서 웃음

이타닉> 포즈라든가 손이 오그라들 정도의 오버액션 요청에도 어

애교 많은 아내와 사는 법

이 떠나질 않는다. 문득 노현일 대리가 준비한 결혼 프러포즈가 궁

색함이 없었다.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스러웠고, 오

“남편 덕분에 정말 귀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었네요. 제가 복이 많

금해졌다. 깜짝 이벤트의 고수답게 노현일 대리가 고심 끝에 결정

히려 즐기는 듯했다.

은가 봐요. 이런 남자를 평생 반려자로 얻은 걸 보면. 연애 기간이

한 주제는 요트 위 프러포즈였다. 상상만으로도 로맨틱한 기운이

노현일 대리는 “이 사람 평소에는 애교가 엄청난데 오늘은 촬영이

짧아서 이렇게 자상한 사람인지는 결혼 후에 알았어요. 맞벌이 부

감돈다.

라 숨기는 것 같아요”라며 상대적으로 긴장을 한 김희경 씨를 다독

부다 보니 집안일도 같이 하고,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하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공연

였다. 그러는 사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 시간이 다가왔

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점심 설거지도 남편이 했어요. 원래는 제

장 대관을 비롯해 신혼여행에서의 프러포즈 등 여러 가지를 생각

다. 식사를 하던 인파들이 하나둘 선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현일

가 아침 설거지 담당이었는데 피곤해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점심

했는데, 이왕이면 주변에서 많이 하지 않은 프러포즈를 하고 싶었

대리와 김희경 씨는 조금 일찍 선상에 도착했다.

을 먹었는데, 남편이 자청해서 점심 설거지를 한다잖아요. 아침 설

어요. 그러던 중에 요트를 생각했고, 저도 요트는 처음 타보는 것

“한강 야경이 이렇게 예쁜지는 미처 몰랐어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거지가 있는 줄 몰랐죠. 그래도 기분 좋게 설거지 마무리하고 나왔

이라서 궁금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네요.”

네요.”

이번 유람선 데이트와 달리 결혼 프러포즈 이벤트는 노현일 대리

그리고 얼마 후 오색 불꽃이 어두운 하늘을 수놓았다. 불꽃이 하

아내의 말에 노 대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건 당연한

의 완벽한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김희경 씨의 감동은 배가 되

늘로 날아갈 때마다 부부는 탄성을 질렀고, 불꽃을 배경으로 둘만

일”이라며 ‘자상한 남편의 정석’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었고, 바람처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단점

의 추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10분 남짓 동안 펼쳐진 환상

“가짜 석유 잡는 업무를 하다 보니 철야나 새벽 출근이 잦은데, 요

은 김희경 씨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해 평생 한 번뿐인 프러포즈를

적인 불꽃쇼에 정신을 다 뺏긴 탓일까. 두 사람은 한동안 선상에서

즘은 휴가철이라 퇴근이 이른 편입니다. 본격적인 잠복기간 들어

민낯으로 맞은 것이다.

발을 떼지 못했다.

가기 전에 아내한테 점수 좀 따두는 것이죠.”

“결혼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 한강에서 오리배를 타자고 했어

유아 관련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는 아내의 고충을 누구

요. 뚝섬유원지로 오라고 하길래 화장도 안 하고 안경만 쓰고, 편

보다 잘 아는 남편이기에, 노현일 대리는 집안일을 ‘돕는다’는 생

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죠. 게다가 감동에 눈물까지 펑펑 쏟아서

각보다는 ‘함께하는 일’로 여긴다.

눈도 부었답니다(웃음).”

“알뜰하고 현명할 뿐 아니라 애교까지 넘치는 아내를 얻은 남편이

그때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못미’였겠지만, 남편이 준비한 감동은

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어디에도 비할 바 못될 것이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특유의 애교 웃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노현일 대리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연을 맺는 두 사람은 첫 만남

낮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밤

에서 결혼을 예감했다. 메신저로 먼저 인사를 나눈 뒤 서로 잘 통

유람선 데이트는 로맨틱함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하는 걸 느꼈고,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김희경 씨는 “첫 만남에서

의 야경이 훤히 보이는 2층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를 회

잠시 주위를 구경한 후에 저녁식사를 했다. 뷔페가 마음에 드는지

상했고, 노현일 대리 역시 사귀면서 텔레파시 같은 걸 느꼈다고

김희경 씨는 연신 맛있다며 즐거워했다.

했다.

“지금까지 먹었던 뷔페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식재료도 신선하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한 가득이네
요. 저녁이라 과식은 금물인 게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부는 서로 음식을 권하며 조곤조곤 담소를 나누다가 창 너머 펼
쳐지는 한강 야경을 보며 즐거운 식사시간을 이어갔다. 7시에 시
작된 식사는 한 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무대에서 펼쳐지는 재즈공

불꽃이 하늘로 날아갈 때마다 부부는
탄성을 질렀고, 불꽃을 배경으로 둘만의
추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10분 남짓 동안 펼쳐진 환상적인 불꽃쇼에
정신을 다 뺏긴 탓일까. 두 사람은 한동안
선상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텔레파시라고 해야 하나. 예컨대 메신저로 안부를 보내잖아요.
둘이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궁합도 잘 맞아요. 오늘
뭐먹을까 얘기하다가 동시에 같은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뿐 아니다. 취미도 공통점이 많다. 둘이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기
고 산책을 좋아하는 것 역시 닮았다. 부부는 닮는다지만 이 부부는
생김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닮았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다.

연이 귀까지 즐겁게 했다. 틈틈이 촬영을 위한 연출 요청에도 부부
는 부담스러운 내색 한 번 없이 기꺼이 응했다. 중간 중간 영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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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ing

별별 가이드

3

가상현실,
VR 방을
아시나요?!
SF영화에서나 볼 법한 우주 공간에 두 발로 서있거나 고층 건물 사
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의 기분은 어떨
까. 때로는 깊은 바닷속에 나 홀로 거대한 고래와 마주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면? VR방에서는 상상 속 세상이 현실로 그려진다.
필자는 지난 8월 4일 개소한 인천 송도 소재 ‘몬스터 VR’을 찾았다.
400여평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심형 VR테마파크답게, 45종의 VR콘
텐츠 및 놀이기구(어트랙션)를 갖추고 있었다. ▲게임존 ▲시네마

현실보다
아찔한
롤러코스터
체험!

1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 탑 발칸
2 가장 인기를 끈 시네마존. 		
4D 영화라고 생각하면 쉽다

존 ▲ 정글 어드벤처존 ▲익스트림존으로 구분됐다.
이용방법은 놀이공원과 유사했다. 매표소에서 기본 요금부터 자
유이용권까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가면
된다. 입구에는 몬스터 VR의 마스코트인 ‘브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본격적으로 실내를 둘러보면 대형 오락실을 연상케 하듯 각

3 VR헤드셋을 착용하고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포켓몬고’로

1

인해 낯설기만 했던 가상현실(VR)과

2

증강현실(AR)이 우리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에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각의 다양한 VR기기가 놓여있다.

이른바 VR방 등의 공간이 빠르게

체험을 위해 VR헤드셋을 착용하는 것은 필수. 다소 투박한 장신구

늘어나는 추세다. 게임 중심에서

같지만 해당 기기를 착용하는 순간,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이

벗어나, 이제는 스포츠, 영화 등

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길게 줄을 늘어선 곳은 시네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존이었다.
VR시네마존은 현재 2편의 영화가 상영 중이다. 4인승 시뮬레이터
에 앉아 VR헤드셋을 착용한 뒤 3~5분가량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첨단

보다 익사이팅한 경험을 위해 정글 어드벤처존으로 자리를 옮겼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 이곳은 번지점프를 시작으로 래프팅, 열기구, 고공탈출 등 어

글·사진. 윤아름

트렉션을 활용해 100% 몰입도를 선사했다. 곳곳에서 “꺄악”하는

안내요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격한 4D 영화’를 감상하는 기분이

비명과 탄성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마저 긴장될 정도. 장시간 VR을

랄까. 영상 분위기에 맞춰 좌석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시원한 바람

체험하자 약간의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중간중간 잠깐의 휴식은

이 나오는 등 몰입감을 더했다.

필수다.

보는 재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시네마존 맞은편에 위치한

VR체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까지 도전해봤다. 익

게임존을 체험하면 된다. 게임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노

스트림존에 마련된 VR롤러코스터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래방보다 서너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VR큐브 안에서 즐

처럼 탑승 후 안전바를 내려야 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의자가

길 수 있다. 큐브 안 대형 브라운관을 통해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

움직이는 것은 기본. 바람을 맞는 등 아찔한 재미가 현실 못지 않

을 선택했다. 이후 게임 조작방법을 익힌 뒤 게임을 실행하자 테니

았다.

스와 같은 스포츠부터 호러, 스릴러, 액션까지 20종 이상의 다양한

지친 일상 속 짧지만 강렬한 일탈을 즐기고 싶다면 가상현실 세상

장르의 게임을 구비하고 있었다.

에 잠시 몸을 맡겨(?)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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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얼굴

“가짜 석유의 사용이 환경오염의 원인 중

2017년 여름, 지금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는 누구일까. 많은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겠지만 이 배우를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빼놓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만의 매력과 색채를 뽐내는 생기발랄한 그녀. 대중에게 행복을 전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여배우.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배우 김지원의 ‘질주’는 유의미하다.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석유 판매를

글. 하경헌 스포츠경향 기자 사진. 킹콩 by 스타쉽 제공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질감 없는
‘진짜 연기자’를
꿈꿔요.
석유에도
‘이질감 가짜석유’이
없어야겠죠?
배우 김지원

70

2010년대 초반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이어지는 로맨스를 처음으로 하게 됐다. 게다가 신

역습>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그는 김은숙 작가의

드롬까지 일으켰던 <태양의 후예> 이후 다시 등장

<상속자들>을 시작으로 <갑동이> <태양의 후예> 등

한 첫 작품이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긴장과 부담이

인기 작품들이 거푸 출연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양

찾아왔지만 애라의 밝은 성격은 촬영의 부담을 사

의 후예>에서 윤명주 중위 역할은 송중기-송혜교

르르 녹게 했다.

못지않은 활약으로 상대역 진구와 함께 그의 이름

“예전에는 딱딱하고, 정해진 감정만 사용하는 캐릭터

을 대중들에게 깊숙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를 많이 연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감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차기작으로 선택한

정을 사용하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거죠. 작품을 하

KBS2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발랄한 20대 최애라

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풀어진 상황

를 맛깔나게 그려냈다. 항상 어둡거나 까탈스럽거

에 놓여야하니까 다양한 감정을 전해주고 반응하는

나 무거웠던 그의 표정에는 살며시 미소가 내려앉

재미를 느꼈어요.”

았고, 대중들은 어떤 이미지에도 적합한 김지원의

최애라라는 극중 캐릭터가 김지원에게 준 것은 ‘연

모습에 다시 한 번 그의 이름 진가를 맛봤다. 그는

기의 재미’ 뿐만이 아니다. 딱 김지원 나이또래의 최

김석윤 감독의 영화 <조선명탐정> 세 번째 이야기에

애라가 꿈을 위해 노력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한탄

도 캐스팅돼 장밋빛 미래를 예감하고 있다. 그런 그

하면서 용기를 충전하는 모습은 그에게도 큰 영향

를 서울 강남의 소속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맑

을 줬다. <쌈, 마이웨이>는 등장인물들의 현실적인

은 얼굴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사르르 녹아내릴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꿈을 향해 가는 청춘의 자화

것만 같다.

상을 그려 더욱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정말 맘껏 사랑해보고, 맘껏 사랑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만일 김주만(안재홍) 캐릭터였다면 공감이

얼마 전 종방한 <쌈, 마이웨이>는 김지원의 연기 인

적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원 생활은 아무래도

생에 여러모로 ‘처음’의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었다.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꿈이라는 부분에서 애

일단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맨 앞에 나서서 극을 이끌

라와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좌절하고

어야 하는 주연이 됐고, 남자 상대역과 그럴 듯하게

슬퍼하는 감정은 공감이 많이 됐어요. 다행히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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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KBS2 드라마 		
<쌈, 마이웨이>로 발랄한 20대
최애라를 맛깔나게 그려냈다.
항상 어둡거나 까탈스럽거나
무거웠던 그의 표정에는 살며시
미소가 내려앉았고, 대중들은
어떤 이미지에도 적합한 김지원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그의 이름
진가를 맛봤다.

운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 도움을 받았는데 한

연기자, 하나하나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길게

가지 대사톤만을 찾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톤

보는 연기자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질감 없는 연기

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를 꿈꾸는 김지원은 석유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쌈, 마이웨이>를 이야기하자면 박서준과의 호흡도

없길 바랐다. 그에게 ‘가짜 석유’를 쓰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다. 고동만 역의 박서준과 김지원은 어

한 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린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오다 마음을 확인하고 결국

“가짜 석유의 사용이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

결혼에 골인하는 ‘남자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의

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

전형을 보였다. 이들도 결혼했으니 결국 ‘친구’는 아

다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석유

니었던 셈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친

“정말 운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연이어

구호흡부터 과감한 키스장면 그리고 마음을 고백하

‘시청률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K-Petro 독자들에게 살가운 인사말도 남겼다.

는 장면 등에서 울림을 주며 시청자들로부터 잘 어

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미 저희 손을 떠

“안녕하세요. 제가 연기했던 <쌈, 마이웨이>의 최애

울린다는 지지를 받았다.

난 거죠. 관심을 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라 캐릭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

“박서준씨가 정말 ‘현실 남친(남자친구)’라는 닉네

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해야겠다 생각해요.

해요. 다음 작품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되도록 작품의 ‘흥망’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봐주시니까 한 장면 한 장면,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

고 있어요.”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그런 장면이 많이 기대

촉망받는 20대 여배우가 됐지만 지금까지 왔던 것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K-Petro’ 독자들의 건강까

가 됐고, 호흡이 갈수록 좋아지는 촬영이었죠.”

처럼 가야할 길도 그리 다르지 않다. 그냥 눈앞에 있

지 챙기는 자상한 배려에 웃음이 절로 났다. 매력적

2011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부

는 작품, 눈앞에 있는 감정, 눈앞에 있는 연기에 최선

인 배우에 앞서 매력적인 사람임에도 분명하다. 그

터 <왓츠 업> <아름다운 그대에게> <연애를 기대해>

을 다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작품의 성공

래서 이것 한 가지는 꼭 묻고 싶었다. 송중기-송혜

등 연기를 다지는 기간을 거쳐 <상속자들> <갑동이>

에 힘입어 좀 더 많은 시나리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교 부부를 배출한 드라마의 연기자였는데, 그는 드

<태양의 후예> <쌈, 마이웨이> 등 김지원은 이후 작품

이 다행인 것 같고, 그렇고 좋은 연기자로 자리매김

라마 안에서의 ‘드라마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을까.

에서 그야말로 쾌속질주를 했다. 출연한 작품이 모두

했으면 좋겠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똑 부러지고 또한 고개가 끄덕

화제가 된다는 건 연기를 단순히 잘했다고 일굴 수

“제가 늘 작품을 하는 일이 한 계단 씩 올라가는 일이

여지는 것이었다.

있는 성과가 아니다. 시청자들이 보는 운도 따라야

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의 후예>는 한꺼번에 두 계

“두 분이 그렇게 만나시는 지를 촬영 때는 정말 몰랐

하고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야 한다. 김지원은 이러한

단을 올라간 작품이 됐어요. 이번 <쌈, 마이웨이>는

어요. 최근에기사를 보고 알았는데너무 잘 됐다고 생

다양한 ‘복’에 겨운 상태다.

올라갔다기보다는 깊어질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

각했죠. 그런 인연은 어디서오는지저는 아직잘 모르

아요. 매순간이 그냥 재밌었어요. 동만이, 주만이, 설

는 것같아요. 저는 아직일이중요해요.아직은!”

희(송하윤) 이렇게 4인방이 모인 것만으로도 좋았
고. 좀 졸리긴 했지만 모든 게 행복했죠.”
그는 스스로를 아직 ‘배우’라고 칭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상속자들>의 원래 제목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의 의미처럼 그 무게감
을 중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자
신을 ‘배우 김지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질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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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엄지 척

Aking

직장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직장이란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끈을 이

나른한 오후를 깨운 칭찬의 시간

어갈 때 직장 생활에도 활력이 넘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엄지척 주인공인 김영진 사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소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이 시기, 직장인들의 하루는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기

통의 시간이었다.

마련이다. 엄지척 주인공이 있다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를 찾은 날도

글. 허성환 사진. 서지연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경,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하지만 검사2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영진 사원을 위해 칭찬 다과회를 준비하는 등 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모두가 발 벗고 나선 것. 비록 팀의 막내뻘이지만, 후배를 위한 자리 마련에 지위

우리 팀의 ‘윤활유’ 김영진 사원을

고하는 중요치 않았다. 팀의 일이 곧 나의 일이고 팀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란 마

칭찬합니다!

테이블 위에 다과와 음료를 올리고 자리를 살피는 동안 외근 나간 팀원 1명을 제

축하해!

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과연 검사2팀다운 모습이었다.

외한 팀원 6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1명이 빠져 다소 아쉬운 듯 “팀원 전원이 모이
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각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칭찬을 아끼지 않
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문기상 팀장이 첫 시작을 알렸다.

남을 더 칭찬하라는 의미일 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칭찬의 힘

최고였어!

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평소 칭찬에 인색한 게 직장 생활 아니던가. “검사2팀이

내 말이!

다른 팀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다들 말이 별로 없어요”라는 문기상 팀장의 우려
처럼, 칭찬을 위해 마련한 이 날의 자리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듯 긴 침묵이 흘
렀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오후 다들 출출한 배를 달랠 시간이라
서 그런지, 어색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간식이었다. 준비해 간 과일

엄지 척!

상자를 열며 다들 한마디씩 건넨다.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하면 되죠?(웃음)”
주인공인 김영진 사원이 “오늘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칭찬 받을 게 많아서가 아
니라 남을 더 칭찬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김영
진 사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칭찬 세례가 이어졌다.
문기상 팀장이 먼저 “우리 김영진 사원은 평소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 합니다. 시
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죠. 막내라서 궂은일을 혼자서
처리할 때도 있지만 힘든 내색도 안하고요. 그런 점을 높이 평가 받아서 오늘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닐까요?”고 칭찬을 시작했다. 옆에 있던 채수복 대리도 “김영
진 사원은 하루 일과를 누구보다 먼저 준비합니다. 출장과 외근이 많은 팀의 특
성상 아침에 준비할 게 많은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이 대
견하죠. 팀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라고 거든다.

김영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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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인 김영진 사원이
“오늘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칭찬 받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남을 더 칭찬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김영진 사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칭찬 세례가
이어졌다.

배려 속에 싹트는 든든한 동료애

칭찬합시다

김영진 사원은 야간대학에서 조직학을 전공하고 있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

젊은 나이에 비해 의젓하게 행동하는 김영진 사원은 팀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는 업무를 소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계발을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학업

있다. “제가 그 나이 때는 철 없이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영진 사원은 나이답

에 투자한 것이다. 그만큼 자기 업무에도 충실하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도 김영진

지 않게 의젓하죠. 그만큼 성숙한 것이지만, 어떨 땐 애늙은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

사원을 한결 같이 응원하고 있다. 그런 동료들의 응원에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

요.” 송정현 대리가 웃으며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양용준 사원의 “저보다

져,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았다.

어린 동생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선

김영진 사원이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모두의 배려 덕에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

뜻 다가갈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는 말에는 후배를 향한 진

는 게 아닐까요.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심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색했던 초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

말하자 양진우 사원이 “김영진 사원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

느새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변해가자, 검사 2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채수복

다 어리지만 제 입사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많은데, 짜증 한

대리는 “칭찬을 이어가다보니 점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네요. 칭찬은 고래도

번 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라며 김영진

는 건 아마도 이런 마인드로 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라며 받아주는 모

사원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른한 오후를 깨운 이 날의 시간은 변함없는 동료애로

습에 평소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검사 2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엄지척’의 시간이었다.

우리 팀 칭찬 릴레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힘든
내색 없이 알아서 척척
- 문기상 팀장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팀의 소통 촉매제
- 채수복 대리

나이에 비해 성숙한
행동을 하는 막내 사원
- 송정현 대리

남에게 먼저

든든한 파수꾼

김영진 사원

팀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분위기 메이커

동네 형처럼
다정다감한 인생 선배

제가 할 역할도

다가갈 줄 아는 넓은 마음

꼼꼼히 챙겨주는

- 양용준 사원

책임감 강한 선배

짜증 한 번 안 내고
정확히 가르쳐주는 친절
- 양진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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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고,
시키지 않아도

칭찬 주인공에게

스스로 해내는 솔선수범

칭찬 주인공이 팀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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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Oil 1004

폭염에 땀이 줄줄 흘러도 보람은 두 배

시료를 채취하는 검사팀의 얼굴에도 땀이 줄줄 흘렀다.

오전 11시가 되자 어린이집 차량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들어오

“저희가 늘 하는 일인데도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마 이 차

기 시작했다. 인턴사원들의 안내에 따라 차량이 서면, 검사팀은 2

를 타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인 1조로 차량의 시료를 채취해 이동차량 내 시험분석팀으로 넘

이에게 사고가 나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겼다.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접수대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연료 품질의뢰서 작성을 요청하는 한

기분이 좋습니다(웃음).”

편, 가짜석유 사용 폐해 및 차량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시행을 홍

폭염에 지치고 힘들 법도 하지만 검사팀은 차량 하나 하나 정성껏

보했다. 땡볕 아래서 신호봉을 들고 차량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서

시료를 채취해 나갔다. 이동차량 안에서는 분석이 한창이었다. 이

기정, 신관용 인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린이의 안

승철 대리는 넘겨받은 시료를 신중하게 시험기기에 넣고 품질을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이 느껴지네요”라며 입

분석했다. 이 대리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

을 모았다.

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가짜다 아니다 정도만 확인하는 데는 10분

위에서는 태양이 아래에서는 아스팔트의 열기가 올라와 차량의

남짓 걸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색다른 봉사활동 뭐 없을까?
오전 10시가 되자 세종문화예술회관 대형주차장에 차량 연료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검사하기 위한 이동시험차량이 들어섰다. 대전충남본부 직원 8명
은 접수・시험・검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주히 움직였다. 폭
염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오전임에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로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상연료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되
는 시기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연
료점검은 독특함을 넘어 꽤나 신선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연료점검 현장스케치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아닌 저희가 가진 자원과 재능,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
헌활동을 고민했죠(웃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강경선 팀장이 직원들과 함께 보다 색다른 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시

6월 20일, 대전충남본부 직원들이 세종시

기, 때마침 어린이집 통학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서동

세종문화예술회관 대형주차장에 모였다. 세종시

화 대리와 장동근 대리 머릿속에 반짝 아이디어가 동시에 떠올랐다.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연료의 이상여부를
무상점검해주기 위함이다.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연신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오일천사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이 가짜석유 때문은 아니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는 석
유를 쓴다면 또 다른 화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어린이는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워 위험에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저희가 하는 일이 석유제품 품질검사잖아

수 있다는 자부심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요. 우리 업무와 연계해 어린이집 차량 연료를 점검해주면 사고를

글. 박라선 사진. 이성원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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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안전’을 향한 노력
‘안심’을 확산시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도 이런 검사는 개별적으로 하기에 비용 부담이 많이 되죠. 한국

세종어린이집연합회
육태유 부회장

석유관리원에서 봉사활동으로 무료 검사를 해준 덕분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안
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더욱 좋
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길
본부장

기관 교육목적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
시켜나감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봉사 대상이 눈앞에 없어도 뜻깊은 하루

“가짜석유를 쓰면 엔진연료계통에 이상이 생겨 고속주행 시 대형

한 쪽에서는 세종어린이집연합회 육태유 부회장이 아직 참여하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 노후화도 보다 빨리 일어나고 불

않은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려했다. 이때 즈음, 근처로

완전연소로 인해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죠. 다행히 적발 횟

견학 온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의 차량도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

해왔다.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보람을 느끼게 된

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가짜석유를 쓰게 되면

오우영 과장은 가짜석유의 폐해를 강조하며 이번 활동이 사고 예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방차원에서 이루어져 더욱 뜻 깊다고 한다.

대상을 특정화한 안전점검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검사1팀
강경선 팀장

본부별로 휴게소에서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
하기는 하지만 이번과 같은 무상점검 서비스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계획할 예
정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연료점검은 눈앞에 대상이 없는 사회공헌활동
이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은 대상이 있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대
상의 변화로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대상과 함께
하지 않아도 대전충남본부 오일천사들에게는 충분히 뜻 깊은 하

업무와 연계된 봉사활동이라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루였다. 자신들의 일상이, 매일의 업무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

마음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다.
오늘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내일의 일상과 업무가 남다른 의미로

의 일환으로 이렇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니 기쁘네요. 무엇보

검사1팀
이소라 사원

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활동을 하고 보니 더욱 보람이 큰 것 같아요.

다가올 오일천사들, 그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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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Aking

거부하기 어려운 무대 위 향연으로의 초대

때로는 흥겹고,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또 때로는 환한 웃음을 선사하는

뮤지컬로 떠나는 가을 여정(旅程)!

울려 퍼지는 무대 위 하모니는 작품성과 재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뮤지컬의 매력을 단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 노래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만나
언제 봐도 후회 없을 수작 뮤지컬 2편을 소개한다. 글. 함승태

브로드웨이가 선사하는 쇼뮤지컬

강렬한 스타일리쉬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헤드윅

“만약 당신이 뮤지컬을 처음 관람한다면? 그 시작은 『브로드웨이 42 번가』를 권한다.” 이 작품은

마돈나, 데이빗 보위, 타임지가 격찬한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쉬 록 뮤지컬이 새로움으로 무장

뮤지컬의 백미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감 스토리, 압도적인 퍼포먼

한 채 무대 위에 올랐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두를 핵심소재로 삼은 『헤드윅』은 소재만큼이나

스, 그리고 화려한 세트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 등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
추고 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시골마을에서 스타의 꿈을 안고 상경한 한 소녀의 성장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눈부신 성공기가 아니다. 오히려 포커스는 한 편의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에 맞춰져 있다. 이때 열정과 노력으로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뛰어넘
어 꿈을 이뤄내는 이야기는 묘한 설득력과 함께 몰입도를 드높인다.
관전 포인트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뻥 뚫어줄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화려한 단체군무에 있다. 고
전 스토리에 현대미를 가미시킨 선을 넘어, 안무와 세트,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정교함과 완성도

전 세계가 주목한
재즈 뮤지컬!

●
재즈풍의 경쾌한 스윙 음악과 그루브가 살아 숨 쉬는
탭댄스의 중독적인 리듬감 등이 돋보이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80년 뉴욕 윈터가든 극장에서 처음 선보
인 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듬해인 1981년 토니
어워드 8개 부문 노미네이트되며 최우수 작품상과 안
무상을 휩쓸었다. 이어 2001년에는 리바이벌 버전으로

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할만하다.

리바이벌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이러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지난 1996년 호암아트홀에서의 처음 공연된 이래 21년 동안 함께 해왔

인기는 국내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997년 제3회 한

다. 21이라는 숫자는 어느 덧, 소녀가 엄마가 되고, 소년이 아빠가 됐을 법한 시간이다. 혹 오래

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 기술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주연상, 기술상, 특별상을 수

파격이라는 키워드가 무대 전반에 녹아 있다. 여기에 ‘리얼한 현장감’. ‘완벽한 가창력’, ‘놀라운
스케일’,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등 『헤드윅』의 특징들이 적절히 스며들어있는 느낌이랄까.

2017년도판 『헤드윅』의 일대 변화는 뮤지컬의 참맛을 시각적으로 선하하는 비주얼과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이중에서 무대장치의 변화가 특히 눈길을 끈다. 무대 배
경은 허름한 모텔이 아닌 뉴욕 브로드웨이의 한 공연장으로 변경됐고, 실제 폐차장에서 공수한

●
지난 1994년 맨해튼의 한 록 클럽에서 처음 공연됐다.
공연은 마니아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연일 매진됐고,
불어나는 관객들을 수용하며 점차 큰 공연장으로 옮겨

차량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스타일의 무대 구조는 높은 완성도를 견인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

갔다. 4년 뒤인 1998년 제인 스트리트 씨어터 극장에서

은 기존과는 다른 신선함과 짜릿함을 경험하게 된다.

역사적인 뉴욕 공연이 펼쳐졌다. 『헤드윅』은 곧 도시 전

『헤드윅』은 성정체성이라는 내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배경은 1988년 동독, 여자 아
이 같은 소년 한셀은 헤드윅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만, 수술실패로 부작용을 겪
게 된다. 이후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 받은 헤드윅은 음악을 통해 재출발을 꿈꾼다. 잃어버린 반

전 이 작품을 관람했다면 자녀의 손을 잡고, 세대를 뛰어넘는 뮤지컬만의 폭넓은 즐거움을 공유

쪽을 찾고자 하는 헤드윅의 기나긴 여정의 끝은 무엇일까? 질투, 증오, 슬픔 등 복잡한 내면의 연

해보면 어떨까.

기는 깊이 있는 감동과 호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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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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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공연되며 ‘명작’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이를 반영
하듯, 오비에상, 뉴욕 매거진상, 드라마리그상, 등을 잇
따라 수상했으며, 드라마데스크상, 그래미상 최우수 무
대영화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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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톡톡

Aking

제안, 그 소중한 의미

빛나는 아이디어가 힘을 발휘하도록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행동하는 지성
그들을 만나다!

知性

“제안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같아요.”(이보미 사원)
“제게 있어 제안은 틀을 깰 수 있게 하는 무언가에요.”(정성 대리)
“제안은 한마디로 ‘발전’이죠.”(윤진원 사원)
시험총괄팀 사람들의 제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한사람 한사람
감회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석유관
리원 제안 우수시행부서로 선정된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지난해만 130개의 제안이 등록되고 절반 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은 표준물질 효율화
방안 등 좋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까운 65건이 채택됐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생각에
그치기만 한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물론, 지켜보는 입장에서
도 아깝고 아쉽기 마련, 성광호 팀장 이하 7명의 시험총괄팀원들
은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

밀하게 살펴 봐야해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시험총괄팀은 제안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

성광호 팀장을 보필하며 시험총괄을 담당하는 정성 대리, 시험기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제안 아이디어 중 시험총괄팀이 현

기 관리 업무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신윤경 대리, 정밀도 비교시

업에 적용시킨 것은 총 5건.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휘발유 분석

험 담당인 설종민 대리, 시험분석능력 평가 업무의 이보미 사원, 시

용 7분 GC를 이용한 증기압 품질관리’이다.

험실 안전업무의 윤진원 사원까지. 연차와 경험은 각각이지만 각

증기압 시험은 휘발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

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문서상의 제안을 살아있는 제안이 되

해야 하지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현장 직원들을 힘들게 하

도록 노력해왔다.

는 업무 중 하나다. 액상의 휘발유가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작용하
는 증기압의 상한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미 표준화된 시험방법

현실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

이 있다. 하지만 새로이 제안된 방법은 효율성 면에서 탁월했다고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시험업무를

정성 대리는 전한다.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개선하는 것은 시험총괄

“제안한 시험방법을 통해 이상이 있는 시료만 1차적으로 걸러 이

팀 고유의 업무이며 시험에 필요한 기기, 재원, 제도, 규정 등을 총

상이 있는 시료만 직접 시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어요. 그

괄적으로 지원 통제한다. 그러다보니 시험총괄팀은 제안제도를

결과 증기압 시험에서는 산술적으로 70% 이상의 업무효율화를

통해 올라온 것 중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

이끌어 낼 수 있게 됐죠.”

다. 성광호 팀장은 이들 제안 중 업무 효율성 면에서 의미가 있는

효율적인 시험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야근도 그만큼 줄어, 시행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초기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시험총괄팀 팀원들은 자

제안이 연구소에서 만든 시제품이라면, 제안의 시행은 공장의 생

신들이 소중한 제안의 원 제안자는 아니지만, 아이디어에 그칠 수

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만큼 현장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수 많은

있었던 것을 진취적으로 검토해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었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한다. 마냥 진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심

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뿌듯해 했다.

스럽다는 것. 그런면에서 권민정 사원은 제안을 ‘판도라의 상자’에

이외에도 ‘정량검사 효율화를 위한 보조장비의 활용’ 제안도 시험

‘내 아이디어가 조직을 바꾼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이런 꿈같은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이디

비유한다.

총괄팀의 손을 거쳐 현장 적용을 마쳤다. 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어

어에 그치기만 한다면 아쉬움만 커지는 법. 이에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

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업무에 활용하는 제안도 현장을 편하게 해

다. 바로 지역본부 시험분석팀을 총괄하는 시험총괄팀 직원들이다.

와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면

준 좋은 제안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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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S

우리 가정에 찾아든 낭보(朗報)를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모두모두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경영관리처

❶ 이름 ❷ 출생일시 ❸ 몸무게

이보오미 대리 득남
❶ 박주원
❷ 8월 8일 13:17
❷ 2.94kg

경영관리처

김지현 대리 득남
❶ 양현진
❷ 5월 28일 20:45
❷ 2.97kg

호남본부 시험분석팀

이주리 사원 득녀
❶ 꼬미(태명)
❷ 8월 31일 10:46
❷ 2.92kg

제안을 보며 마음을 다지다

도록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방법의 현장 시행이 결정되면 이들은 제안을 검증할

“시험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폭넓고 할 일이 많아서인지 각 분야에

때 이상으로 분주해진다. 석유품질의 관리를 위한 중요 항목인 만

서 의견 제시가 많습니다. 올해도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

큼,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살피고 또 살핀다.

면 계속 시행하고 정착되도록 노력할겁니다. 그러나 제도화해서

증기압은 여름철에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이슈항목이다. 이에 시

부담을 주기보다는 각 본부에 권장함으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추

험총괄팀은 여름을 대비해 현장적용, 결과해석을 위한 가이드를

진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마련하고 교육했다.

시험총괄팀의 지난해와 올해는 제안이라는 집단지성의 힘을 제대

사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조직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로 실감한 한해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시험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피곤한 일일 수 있다. 기존방식으로 하면 사고는 생기지 않고, 문

관리하는 위치에서 시험총괄팀 7명의 역량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제시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윤경 대리는 직원들의

없었던 성과들을 제안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일구어 냈기 때문

제안을 살펴보다보면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다.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두 빛이 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시험

올해도 표준물질 효율화 방안 등 눈에 띄는 좋은 제안이 있어 이를

업무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저절로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시험총괄

시험업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팀. 올해를 팀원 역량강화, 시험장비 선진화의 해로 잡고 열심히 달

지난해까지 사업관리팀에 속해 있다가 올해 시험총괄팀으로 독립

려온 이들은, 앞으로도 제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더욱 효율적인

하면서 성광호 팀장도 팀원들에게 시험관련 제안을 적극 활용하

업무환경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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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검사팀

영남본부 검사1팀

김환휘 대리 득녀

박상진 사원 득녀

❶ 김민성

❶ 박서윤

❷ 7월 7일 09:28

❷ 7월 31일 15:09

❷ 2.6kg

❷ 3.02kg

우리 결혼했어요!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센터

호남본부 검사 1팀

경영기획처 성과관리팀

전영호 사원
9월 9일 12:30

8월 26일 14:00

윤지훈 사원
신은정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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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류 관련 과세제도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업무 현황

〈표1〉 국내 석유 및 석유제품별 과세현황(2017년)
단계

수
입

판
매

(단위:원/리터)

종류

원유

나프타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선박용
경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

프로판
(원/Kg)

부탄
(원/Kg)

자동차용
부탄

중유

관세

3%

0.5%

3%

3%

3%

3%

3%

3%

3%

3%

3%

수입부과금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

-

-

16.00

개별소비세

-

-

-

-

-

-

63.00

14.00

275.00

160.60

17.00

교통세

-

-

529.00

529.00

375.00

375.00

-

-

-

-

-

교육세

-

-

79.35

79.35

56.25

56.25

9.45

-

41.25

24.09

2.55

주행세

-

-

137.54

137.54

97.50

97.50

-

-

-

-

-

-

-

-

36.00

-

-

-

-

62.28

36.37

-

88.45

14.00

378.53

221.06

35.55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 경유 · 등유 등 석유제품에

등유(리터당 63원), 중유(리터당 17원), 프로판(킬로그램당

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석유제품에 과세되고 있

14원), 부탄(킬로그램당 275원)에 부과된다. 여기에 교통

판매부과금

는 세금은 크게 조세와 준조세로 나뉜다. 조세는 국가가 나

세 및 개소세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

부가세

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며 교통세의 26%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도 부과된다. 그리

대가 없이 법률에 의거하여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며 국

고 유류세가 포함된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그 결과 국내에 유통되

세로 다시 나뉜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에는 관세, 유류

고 있는 휘발유의 판매금액이 리터당 1,456원(2017.8.21)

세(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인 경우 세금은 약 52%(리터당 약 761.89원, 관세와 부가세

가 있으며 지방세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자동차

세금계(관세 · 부가세 제외)

10%
16.00

16.00

761.89

797.89

544.75

544.75

〈표2〉 최근 5년간 부과금 징수 및 환급현황

(단위: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징수액

35,509

35,682

34,254

36,008

37,730

35,837

제외), 경유의 판매금액이 리터당 1,249원인 경우 약 44%(

환급액

18,213

17,654

18,243

19,601

22,013

19,145

세)가 있다. 준조세는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기부

리터당 약 544.7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환급률

51%

49%

53%

54%

58%

53%

금 등 비자발적 부담금을 말하며 석유류에 부과되는 준조세

할 수 있다.

순징수액

17,296

18,028

16,011

16,407

15,717

16,692

는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있다.

현재 석유류와 관련된 세금 징수 등의 업무는 관세청(관세),

우리나라는 원유 · 휘발유 · 경유 · 등유 등 석유 및 석유제품

국세청(개소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지방자치단체(자동

을 수입할 경우 수입 석유제품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

차세), 한국석유공사(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에서 수행하

(윤활기유 제조원료)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양의

부과금의 일부가 환급되고 있는데 ①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2009년부터 수입부과금 환

확인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경우 ②석유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③석유제

급업무 중 ①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②석유제품 현물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

품을 비축하는 경우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

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휘발유(리터당 529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 ③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

한 2016년에는 정부로부터 개별소비세 · 교통세 환급을 위

도에 공급한 경우 ⑤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원), 경유(리터당 375원)에 부과되고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한 「수출용 원재료 사용량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⑥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

석유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79년

래한 경우이다.

부터 도입된 제도로 석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수입부과금)

최근 5년간 석유부과금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석유부

하거나 판매(판매부과금)하는 경우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

과금은 연평균 약 35,800억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 중 약

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19,100억 원(53%)이 수출용 등의 정책목적으로 환급되

수입부과금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 천연가스

어 총 16,700억 원이 석유부과금으로 순징수된 것으로 확

는 킬로그램당 24.24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판매부과금은

인된다.

고급휘발유에 리터당 36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62.28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중 공업원료

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부과금은 정책목적에 따라 징수한

용으로 사용한 석유제품 물량(2009년 1월부터)과 전자상

와 리터당 36원 이하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와 수입부과금이 징수된 수입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

〈그림1〉
석유류 과세 체계

석유류과세

조세

국세

90

준조세

지방세

관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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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용으로 거래한 석유제품 물량(2012년 7월부터) 그리

품 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물량(경유는 바이오

고 윤활기유 제조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물량(2014년 7월

디젤물량을 제외함)을 말하며 공급업체의 업태(주유소 또

부터)의 환급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는 주유소 외 업태)와 매매방식(경쟁 또는 협의)에 따라 1순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한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

5.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환급률

2. 납입 고지서
4.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5.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환급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급대상물량, 환급률 및 자율

원은 매월 1회(23일) 석유제품 환급대상 물량 확인신고서

소요량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한 환급대

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

상물량이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석유화학원료

석유공사와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거래형태별 환급

용, 비료제조용 등으로 사용한 물량을 말하는데 한국석유관

률은 각 순위별 환급대상물량과 월간한도를 이용하여 월

리원은 매월 2회(13일 · 23일) 석유제품 환급대상 물량 확인

1회 산정하고 있다.

신고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국석

윤활기유 제조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유공사와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환급률이란 석유화학

환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급대상물량, 환급률, 자

공정에 투입된 석유제품의 물량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의

율소요량 확인이 필요하다.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사용

환급대상 · 비환급대상물량을 확인하여 석유화학공정의 환

한 환급대상물량이란 미전환유(UCO), Waxy Oil, H.Y.C

류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실지조사도 병행하

급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환급률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Residue, DAO · MDO 및 HDO 등을 구매하여 윤활기

여 수행하고 있다.

7. 지급 지시
1. 수입부과금 신고서
6. 환급 신청

3. 부과금 납부
환급대상물량 신고자
(원료 공급자)

8. 환급금 지급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9년간 정책목적에 따라 석유수입
부과금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
〈그림 2〉
수입부과금 환급 절차

력하고 있다.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 신고서는 최근

를 기준으로 매분기 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당업체

유 제조 원료용으로 사용한 물량을 말하며 한국석유관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①

와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고 정부(산업부)에 보고하고 있

원은 매월 2회(13일 · 23일) 확인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해

업체는 수입부과금 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고 ②

5년간 연평균 약 600건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환급률은

다. 자율소요량이란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당업체에 통보하고 있다. 환급률은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한국석유공사는 납입고지서를 업체에 발급한다. ③업체는

연평균 약 130건을 산정하였다. 또한 연평균 약 40회 이상

석유제품의 물량을 말하며 석유화학공정에 투입된 석유제

된 석유제품의 물량과 생산된 윤활기유 물량으로 년 1회(

납입고지서를 기준으로 수입부과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

업체에 직접 출입 · 방문하여 철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

품의 물량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의 물량으로 확인한다. 자

매년 4월) 산정하고 있으며 자율소요량은 공업원료용 환

고 ④환급대상물량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한다.

다. 그 결과 한국석유공사와 협회 등에서 수입부과금 환급

율소요량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년 1회 한국석

급금액 산출을 위한 자율소요량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진

⑤한국석유관리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그

확인 업무를 이관받은 2009년 1월 이후부터 약 150억 원의

유관리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 확인결과는 한국석유공사

행되고 있다.

결과를 한국석유공사와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⑥업체에서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에 통보하고 있다.

환급대상물량, 환급률, 자율소요량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인받은 환급대상물량 확인서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9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한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부과금 환급신청을 진행한다. ⑦

정유공정과 석유화학공정 간의 납사 및 부산물의 전체적인

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급대상물량, 거래형태별 환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다. 그리고 업무의 정확성을 더

한국석유공사는 관련사항을 검토한 후 한국은행에 환급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에너지 수급에 필요한

급률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한 환급대상

욱더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사업장에 출

지급을 지시하고 ⑧한국은행은 해당업체에 수입부과금 환

석유화학제품의 국가에너지 통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

물량이란 휘발유와 경유를 한국거래소(KRX)에서 석유제

입 · 방문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서

급금을 지급한다.

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표4〉 최근 5년간 수입부과금 환급확인업무 실적

〈표3〉 기관별 석유부과금 환급업무 현황
구분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92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환급대상물량

539

652

606

598

592

597

환급률

115

124

130

143

151

133

실지조사

21

39

38

48

62

42

업무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월 2회), 환급률 산정(매분기), 자율소요량 확인(년 1회), 실지조사(수시)

전자상거래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월 1회), 환급률 산정(월 1회), 실지조사(수시)

윤활기유 제조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월 2회), 환급률 산정(년 1회), 자율소요량 확인(년 1회), 실지조사(수시)
수출용 · 비축용·판매부과금 환급 확인 및 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업무 등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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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에너지
글 석유기술연구소
성능연구팀 이민호 과장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표 2〉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망
구분

국내시장＊＊

2016년

2020년

2020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1,867

6,467

868

전기자동차(BEV)

485

수소연료전지자동차
(FCEV)

1,834

8

20

58

9

비고

제 강화와 자동차 업체 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등 에너지와 환경문제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자동차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 미국 빅3의 몰락

이 급부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각국이 제도적으

과 연비규제로 인해 세계 자동차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

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친환

과 상용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경, 지능형 자동차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 개

따라 관련 업체와 국가 간 기술 선점 및 표준화를 위한 경쟁

발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친환

- 160km, 73km/L
- 6,400만 원(보조 2,300만원)
- 600km, 27.8km/L
- 1.5억 원만 원(보조 6,000만원)

수소이온
(2H+)

전자(e-)
수소
(H₂)

분리판

+

STEP 4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고령

전략이 필요하다.

모터를 돌려
주행

전기를 모터로
보낸다

화 등 미래 사회 트렌드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

미래 친환경자동차 주도권을 놓고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

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환경 및 에너지절약 차원의 연비규

지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각축전을 벌이고
모터

전기

타, 혼다 등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완성차 업

13,188

0.06

2

0.00

CNG

38,977

0.18

LNG

3

0.00

229,582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영국

28만대

300기

160만대

1천기

일본

200만대

1천기

700만대

3천기

한국

10만대

80기

63만대

520기

공기
(1/2O₂⋯)
(e-)+2H++1/2O₂

산소
(1/2O₂)
물
(H₂O)

분리판

수소 충전

H₂

발전

전기

O₂

구동용
배터리(2차 전지)

산소

H₂

수소

고압수소
탱크

H₂O

중국 BYD,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다임러 등이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적극적인 곳은 현대자동차와 일본 토요

태양열

공기
(산소)

전도 치열하다. 전기자동차가 주력인 기업은 미국 테슬라와

42.15

1천기

연료전지
(발전장치)

글로벌 자동차 업체마다 주력으로 삼은 차종도 달라 신경

9,271,393

-

180만대

전기

있다. 모두 친환경자동차이지만 장단점이 각각 확실하다.

경유

-

400기(2023)

백금촉매

STEP 5

46.28

123기(2023)

65만대(2025)

백금촉매

서도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적인

10,178,029

3～6만대(2023)

독일

H₂O(물)

국에서 유럽, 일본, 한국 등으로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휘발유

충전소

미 국(CA州)

수소이온
(2H+)

기적이고 폭 넒은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

비율(%)

수소차

전자(e-)
수소
(H₂)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미

등록대수

충전소

전기생성

경자동차 개발을 위해 투자 확대,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의 장

구분

수소차

2030년 까지

출처 :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정부합동, 2015)

도 격화될 전망이다.

〈표 1〉 국내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2017년 3월 기준)

2025년 까지

구분

출처 : ＊ 전력기반차 세계전망(Frost & Sullivan, 2015년)
＊＊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정부합동, 2015)

고유가 시대, 탈화석 연료, 석유 의존도 탈피, 지구 온난화

〈표 3〉 주요국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로드맵

(단위 : 천대)

세계시장＊

STEP 1

STEP 2

STEP 3

STEP 6

공기를 흡입

산소와 수소를
연료전지에 보낸다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물을 발생

물을 차 밖으로
배출

체 대부분이 뛰어들었다.
수송용 연료전지는 각국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의해 시

2025년 자동차 부문 연료전지는 향후 15년간 그 규모가

1.04

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충전 인프라를 포함할 경우 시장에

9,701배 증가하여 약 2조 9천억 엔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FCEV)는 고압수소를 충전 탱크에
저장했다가 탱크 내 수소와 대기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
〈그림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원리

124

0.00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은

것으로 기대되어, 업무/산업용, 가정용 중심에서 수소연료

17,963

0.08

2020년 51mpg(21.7km/l) 및 2025년 56mpg(23.8km/l),

전지자동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224

0.00

수소(연료전지)

114

0.00

중국은 2020년 14.5km/l로 차량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

표하였다. 또한 전망으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2020

에서 전기를 생산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소연료전지자

92,262

0.42

고, 유럽은 2015년 130g CO2/km에서 2025년 95g CO2/

년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2025년을 기점으로 성장단계에

동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만 배

21,994,213

100.0

km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3

진입해 2050년경 세계자동차 시장에 36만대(17.5%)가 보

출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또 수소

년에 발표한 일본 후지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급될 전망이다.

충전 시간도 일반 휘발유와 비슷한 5분 남짓이면 충분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하이브리드(유+전기)

기타 연료
합계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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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 동력을 얻는 방
식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동일하지만, 직접 차량 내부

95

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적잖은 관

종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차량은 내년 초 양

심을 보인다.

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모델인 ‘투싼 ix ’ 보다 수소연

수송 분야의 연료전지 이용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

료전지자동차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효율, 성능, 내

터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보조금 없이도 연료전지의 이용이

구, 저장 등 4가지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낸 것으

두드러지고 있으며 상당한 숫자의 연료전지 버스가 세계 여

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효율 60%(기존 55.3%)를 달

러 도시에 걸쳐 운행 중인 실정이다.

성했으며,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국내 기준 580km 이

현대자동차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수소연료전지차

상으 항속거리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자동차의 실증을 마치고, 2013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또한 연료전지시스템 압력 가변제어 기술 적용으로 최대

연간생산 규모 1,000대의 준양산 라인을 세계 최초로 구축

출력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향상, 163마력(PS)을 달성

했다. 이렇게 생산한 투싼 ix Fuel Cell은 8,344만원에 판매

해 동급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

총 1,400대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도 계획 판매량의 대부분

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는 2014년 공공용 및 개인용 수소

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핵심기술인 막전극접합체(MEA)

이 선계약이 되며 초기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토요

혼다 클라리티의 판매 가격은 6만 3,630달러이다. 이에 앞
서 혼다는 2015 도쿄모터쇼에서 클라리티 퓨얼 셀을 공개
〈그림 4〉
혼다 클라리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했다. 기존 클라리티에 비해 연료전지 스택 사이즈를 33%

연료전지자동차의 제조와 매출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

와 금속분리판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등 기술 국산화와 더

타 미라이는 3분 이내의 수소연료충전이 가능하고 무급유

로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최적화된 핵심부품 일관 생산

로 최대 6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가 전무하여

세계최초 양산 연료전지차인 현대자동차의 ‘투싼 수소연

체계를 통해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이외 내구성능 기

자동차 후면부 배기가스 배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6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술 적용(10년 16km 수준), 냉시동성 개선(영하 30℃), 수

미라이 모델은 독일 자동차관리센터가 선정한 과거 10년간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은 V6 엔진과 같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소탱크 패키지 최적화(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저장 밀도 확

가장 혁심적인 자동차 기술 1위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토요

만들었고, 세단형 차로서는 세계최초로 엔진룸에 통합할 수

로 소형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정비 편의성을 크게 향

보) 등을 갖췄으며 최첨단 미래기술이 적용된 운전자 보조

타는 2050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엔진만으로 구동하는 자

있도록 설계하여 5인의 편안한 승차가 가능한 공간이 생겼

상시켰다.

시스템(ADAS)를 탑재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

동차의 판매를 거의 ‘0’으로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

다. 또한 3분 이내 충전이 가능한 70MPa 고압 수소 저장 탱

또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로 기대된다.

한 바 있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토요타의 강력한 의

크 하나만으로 최대 7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현존 수소

토요타는 2014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미라이’를 공개했

지가 확인되었다.

연료전지차 중 무급유 주행거리가 가장 긴 기록을 세웠다.

으며, 2015년 초 첫 양산 상용차로 시판을 시작했다. 현

혼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소연료전지차를 연구·개발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는 주행거리와 저공해를 모두

재 판매 가격은 57,500 달러이다. 최초 연간 판매 규모를

해오고 있으며, 2002년 혼다 FCX는 세계 최초로 미국 환경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 비싼 차량 값과 부

700대로 계획했으나 판매 실적이 좋아 첫해 판매대수를

보호국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2008

족한 인프라 라는 문제가 여전히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발

년부터 미국과 일본 내에서 FCX 클라리티의 리스 판매를

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무공해 동력원을 사용한다는

시작하였다. 최근 혼다는 양산형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클라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어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의

리티를 2016년 3월, 일본에서 먼저 판매하고 순차적으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료전지차’는 연료전지, 구동모터,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모
듈화에 성공하여 기존 가솔린 엔진 크기와 유사한 수준으

‘FE 수소연료전지자동차 SUV’콘셉트 차량을 공개하였으
며,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6개월 이상
앞당겨 8월 17일에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세계 최
초로 선보이고 친환경자동차 모델을 오는 2020년까지 31

〈그림 2〉
현대자동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그림 3〉
토요타 미라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00kW 이상의 출력을 실현하는 등

미국과 유럽으로 판매 지역을 넓힐 것으로 보도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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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트해 지역

국제해사기구IMO의

② 북해 지역

환경규제 강화가 선박 연료에 미치는 영향

③ 북미 지역

④ 카리브해 지역

1. 배경

국제협약 MARPOL 73/78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

MARPOL 73/783) 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

tion)는 선박의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

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IMO가 제정한 국제

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UN 산하 전문 기관으로서 1958

협약으로, 아래와 같이 6개의 부속서(Annex)를 포함하고

년에 설립되었다.

있다. 그 중 부속서 Ⅵ은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2016년 10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IMO의 해양환경보

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호위원회(MEPC)에서는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간 · 비

황산화물(SOx), 오존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배출가스

을 규제하고 있다.4)

규제 강화,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시스템1)의 의무 적
용,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2)

NOx의 경우 디젤 엔진 즉 엔진의 최대 작동 속도(rpm)

부속서

주요내용

발효일

수립 등이 논의되었다.

부속서 I

유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

1983.10.02

IMO는 선박에 의한 해양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부속서 II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규제 및 대

부속서 III

포장형태의 해상수송용 유해물질 오염 방지

부속서 IV

〈그림2〉
IMO의 NOx 규제 기준

응 방안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IMO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로 하며, Tier III를 ECA(배출규제해역, Emission Control

Areas)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16년 1월 1일 이

4

SOx는 일반해역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기존 황 함량

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하수 오염 방지

2003.09.27

을 4.5wt%에서 3.5wt%로 강화한 이후 2020년 1월 1일부

부속서 V

선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오염 방지

1988.12.31

터는 더욱 강화된 0.5wt%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에

부속서 VI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2005.05.19

서는 이보다 엄격한 조건이 부여되는데, 2010년 7월 1일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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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IMO에서 마련한 제도 중 하나로서, ECA 해
역과 일반 해역(ECA 해역 제외)으로 나누어 규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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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저유황 연료의 사용, 배기가스 세

1992.07.01

18

Global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정장치 장착, LNG 연료의 사용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되

부터는 황 함량 0.1wt%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배출가스
〈그림 3〉
배출가스규제해역(ECA)
지정 현황

후 건조된 선박에 한정된다.

벌크형태의 유해액체물질 오염 통제에 관한 규정 1987.04.06

터 황 함량 1.0wt%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2015년 1월 1일

5

3.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SOx) 경감 방안

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Tier I과 II를 일반해역 기준으

〈표 1〉 MARPOL 73/78 부속서 종류

〈그림1〉
IMO의 SOx 규제 기준

출처:IMO MARPOL Annex VI, EGCSA(Exhaust Gas Cleaning System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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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현재 ECA 해역은 ① 발트해 지역(SOx)5) ②북

〈표 2〉 대응방안 장점 및 단점
대응방안

장점

- 설비 교체 및 추가
저유황
비용 없음
연료의
- SOx 감소
사용
- 열처리 필요 없음
배기가스 - 기존 선박연료 사용
세정장치 - SOx, PM 감소
장착

- 저렴한 연료비
- SOx, NOx, PM,
연료의
CO2 감소
사용
- 연료유 청정기 없음
- 유지비 감소
LNG

단점

- 비싼 연료비 및 연료 가격 증가 예상
- 연료 기록 필요
- CO2 저감 없고, NOx 처리 필요
- 연료 전환 문제 발생
- 이용가능 공간 축소
- 운영비 및 운용에너지 증가
- 추가 투자비용 발생
- 개조가 어렵고, 화물 공간 감소
- 기반시설 제한
- 취급 인원 훈련 필요
- 건조비용 증가

출처:LNG 추진선 도입에 따른 항만의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지역(SOx)5) ③미국과 캐나다의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
(200해리)을 포함하는 북미 지역(SOx, PM, NOx) ④푸에

저유황 연료의 사용

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카리브해 지

이 방법은 추가적인 설비가 요구되지 않아 일반해역의

역(SOx, PM, NOx) 등 4개 구역이 지정되어있다.

SOx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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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지만, 현재로서는 저유황 연료의 가격이 고유황 연료

4. 선박용 연료

의 가격보다 40~80% 비싸기 때문에 물류비 상승으로 이

선박용 연료의 종류

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유사별 제조방법에 따라 황 함량

ISO 8217 7)은 선박용 연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다르므로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MGO(Maraine

국제규격으로서 선박용 연료를 크게 선박용 증류연료(4종

Gas Oil)와 같은 저유황 연료를 사용할 경우, 낮은 점도로

류)와 선박용 잔류연료(11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인한 고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도를 일정 이상 유

선박용 증류연료에는 MGO ( Marine Gas Oil )와

〈표3〉 ISO 8217 : 2017 선박용 증류연료
항목

대체연료사업법의 선박용 경유와 거의 같은 규격으로 제조

DFA

DMZ

DFZ

한계

wt%

Max

1.00

1.00

1.00

1.00

밀도(15°C)

kg/m3

Max

890.0

890.0

890.0

890.0

동점도(40°C)

cSt

유동점(PP)

°C

FAME 함량

vol%

MDO(Marine Diesel Oil)가 있다. MGO는 석유 및 석유

지해야한다.

DMA

단위

황함량

DMB

DFB

DMX

1.50

1.50

1.00

900.0

900.0

–

Max

6.00

6.00

6.00

6.00

11.00

11.00

5.500

Min

2.000

2.000

3.000

3.000

2.000

2.000

1.400

Max(겨울용)

-6

-6

-6

-6

0

0

–

Max(여름용)

0

0

0

0

6

6

–

Max

–

7.0

–

7.0

–

7.0

–

배기가스 세정장치 장착

되며, 주로 중소형 선박의 엔진에 사용된다. MDO는 MGO

선박의 배출오염물질 중 SOx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기가

에 소량의 중유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스 세정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저유

선박용 잔류연료는 주로 대형선박에 쓰이며, 선박의 크기,

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규제 대상 선박의 배출가스 관

황 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유황 연료를 선박용 주

종류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연료의 점도 등급이 다양하여 경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국내 석유 및 해양 산

리 및 저유황 연료 사용 선박의 연료전환 절차 마련, 연료품

연료로 사용하면서 일반해역에서의 강화된 SOx 규제를 충

유유분의 혼합비를 조절하여 여러 등급의 연료를 제조·공

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등 관리체계 구축 등이

족 할 수 있다.

급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향후 ECA 해역에 적합한 저유황 선박용 연료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세정장치는 스크러버(Scrubber) 기술이 대표적으로 사용

그 외에 ECA 대응을 위한 저유황 선박연료의 수요가 증가

의 수급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연료의 생산·공급 계획을

되고 있으며, 해수 혹은 알칼리성 물을 이용하는 습식과 흡

함에 따라 황 함량을 0.1% 이하로 낮춘 하이브리드 연료가

수립해야하며, 해운업계는 앞서 언급한 3가지 대응방안의

착제를 이용하는 건식으로 나뉜다. 선박용 스크러버는 주

2014년 후반부터 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선박용 증

장·단점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

로 습식이 많이 사용되며, 개방형, 폐쇄형, 하이브리드 형

류연료와 잔류연료의 중간성질을 가지므로 ‘하이브리드’로

이다. 조선업계는 대기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신규 선박 건

1. 한국선급(2017), “강화된 Global SOx 규제 대응을 위한 선주 지침서”

이 있다.

불리게 되었다. ExxonMobil, Shell과 같은 세계적 석유회

조 증가에 있어 경쟁력 제고 및 수주물량 확보를 통해 재도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 “LNG 추진선 도입에 따른 항만의 대응전략”

사들은 하이브리드 연료를 독자적으로 제조할 뿐만 아니라

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Stratas Advisors(2017), “New Edition of ISO 8217 Marine Fuel
Standard”

자체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춰 국내 관련 업계의

4. European Commission(2016), “Alternative Fuels for Marine and
Inland Waterways”

LNG 연료의 사용
황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방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법으로 선박의 엔진을 그에 맞게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방

바이오연료 혼합 허용

법이 있다. LNG는 전통적인 선박연료인 벙커C유에 비해

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박 연료 분

NOx, SOx, PM

배출량의 대부분을 저감6)할 수 있는 친환

야에도 황 함량이 낮은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 검토되었고,

경적인 연료이며, 단위 열량당 가격이 11달러 수준으로 벙

그 결과 올해 3월 ISO 8217이 개정되어 일부 유종의 바이

커C유(18달러)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LNG를 엔진에 안

오연료 혼합을 허용하였다. 기존의 4종류의 선박용 증류연

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LNG 연료 저장 탱크, 연료공급

료 등급 (DMA, DMZ, DMB, DMX)에 3가지 새로운 등급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DFA8), DFZ9), DFB10))을 추가하였으며, 최대 7 vol% 까지

무엇보다도, LNG를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벙

바이오디젤, 즉 FAME(지방산 메틸에스테르, Fatty Acid

커링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LNG 벙커링 설비는 유럽 위주

Methyl Esters)11)의 혼합을 허용하였다.

5. 시사점

벙커링 설비 구축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LNG 공급 설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될 것이며, 이는 산업과 연계되어 각 국가에 미치는 영

100

1)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연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에 관한 데이터 수집(Mandatory Data Collection System)을 의무화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2) 로드맵은 3단계 접근방식(자료수집-분석-전략개발)을 기반으로 2018년 초기전략 개발 및 자료분석 결과 반영 후 2023년에 감축전략 수립 완료.
3) 1989년에 채택된 MARPOL 의정서는 1973년 협약을 흡수 · 대체한 하나의 협약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MARPOL 73/78으로 불리고 있으며, 1983년 10월 2일에 발효됨.
4) 선박 배출 대기오염 물질이 전 세계 운송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CO2(15%), NOx(40%), SOx(60%).
5) 제70차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발트해 및 북해 지역도 N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2021년 1월 1일을 발효일로 설정하였음.
6) LNG는 석유계 연료에 비해 SOx와 PM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NOx는 85~90%, CO2는 15%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ISO(국제 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 세계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표준의 개발 및 규격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ISO 8217
은 세계 선박연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로 구축이 되어 있어 저렴한 LNG를 쉽게 수급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상하이, 부산, 싱가폴 등에서 LNG

참고자료

8) 바이오디젤(FAME) 함량을 제외하고 DMA와 같음.
9) 바이오디젤(FAME) 함량을 제외하고 DMZ와 같음.
10) 바이오디젤(FAME) 함량을 제외하고 DMB와 같음
11)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제조하며, 자동차용 경유의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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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연구동향
글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센터 임영관 과장

경유 혼입에 의한
엔진오일 물성 변화

2-2-2. 밀도, 인화점 및 유동점 분석 7)~9)
밀도(density)는 Anton Parr사의 DMA 5000M을 이용해

ASTMD 4052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화점(flash point)

〈표2〉 Test result of physical properties of engine

oil and mixing engine oil by diesel fuel

은 TANAKA사의 ACO-T602장비를 이용해 클리브랜드 개
방법(Cleveland open cup), KS M ISO 2592 방법에 준하

1. 서 론

한 물성분석을 진행하였다.

E

F.P(℃)

KV(40℃)
(mm2/s)

KV(100℃)
(mm2/s)

VI

226

69.83

11.79

165.3

여 분석하였다. 유동점(Pour point)은 ASTM 2500 방법

E:D=95:5

212

57.22

10.35

171.8

에 의해 TANAKA사의 MPC-60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D=90:10

176

46.13

8.981

179.6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물성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장비

E:D=85:15

148

38.7

7.956

185.2

E:D=80:20

137

31.12

6.898

191.6

자동차의 생산기술이 발전되면서, 안전성, 승차감, 연비, 출

(인화점, 증류성상, 밀도, 동점도, 저온겉보기점도, 유동점,

2-2-3. 산화안정도 분석 10)

력,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

내마모성능시험기 등), 긴 분석시간 및 0.5 리터 이상의 많은

산화안정도( oxidation stability )는 Yoshida 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 2) 특히 경유자동차의 경우 압축

시료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ISOT-D8을 이용하였으며, KS M 2021방법에 의해 시험

착화엔진이기 때문에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SIMDIST (simulated distillation, 고온시뮬레이션 증류시

하였다.

E; engine oil, D; diesel
FP; flash point, KV; kinematic viscosity, VI; viscosity index

많이 발생되고, PM (particulate matter)이나 NOx와 같은

험)를 활용해 연료혼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유해배기가스를 많이 배출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2-2-4. 내마모성능(Four ball tester) 분석 11)

〈표2〉는 엔진오일에 경유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뒤, 인화점

내마모성능은 Falex사의 Friction & wear test machine

과 동점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수한 엔진오

을 이용하여 ASTM D 4172방법에 준해 시험하였다.

일의 경우, 인화점이 226 ℃인 반면, 낮은 인화점을 지니는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3)

E:D=75:25

124

26.8

6.233

195.1

E:D=70:30

116

20.91

5.256

201.4

D

68

2.245

1.039

10404.9

경유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유해 배기가스 규제를 해결하기

2. 연구방법 및 내용

위한 노력으로 디젤 엔진의 압축비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

2-1. 사용 엔진오일 및 경유 시료

으며, 연료의 미립자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압펌프를 사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엔진오일은 현대 모비스 측의

2-3. SIMDIST 분석

지는 경향을 보였다. 순수한 경유의 인화점은 밀폐된 조건

한 초고압 분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후분사에 사용하는

Premium DPF 경유디젤엔진오일(5W30)을 사용하였

일반적으로 윤활유제품은 고비점물질로 이루어져있기 때

인PM(pensky martens)법을 이용해 측정하였을 경우 48

CDPF (catalyzed 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디젤엔

다. 경유는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

문에 고온시뮬레이션 증류시험(SIMDIST)를 활용하여 윤

℃를 보였으며, 시료컵이 오픈된 COC(cleveland open

진의 경우, 후분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일팬(oil pan)에

유소 시료)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이용하였다.

활유, 경유가 포함된 윤활유 및 경유제품에 대한 증류시험

cup)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을 경우 68 ℃로 측정되어, 동일

저장된 엔진오일은 펌프에 의해 윤활유를 필요로 하는 피

엔진오일에 경유혼입을 모사하기 위해 엔진오일에 경유를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장비 및 시험방법은 〈표1〉과 같다.

시료에 대한 인화점 측정방법에 따라 유증기의 농축정도가

스톤-실린더의 간극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피스톤의 왕

5%, 10%, 15%, 20%, 25%, 30%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연

복동 운동에 의해 실린더 벽면을 따라서 형성된 유막에 연

구를 진행하였다.

료입자가 흡착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연료가 혼입된 엔진오

경유의 특성에 따라 경유비율이 높아질수록 인화점이 낮아

〈표1〉 SIMDIST analytic instrument and test

conditions

달라져서 인화점이20 ℃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진오일의 인화점이 낮아질 경우,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증

Manufacture

Thermo

Model

Trace GC Ultra

Test Method

ASTM D 2887

Column

10 m x 0.53 mm ID x 0.88 μm

Oven Temp.

Initial; 40 ℃, 1 min hold
Increase; 15 ℃/min to 360 ℃, 10 min hold

Detector

FID (370 ℃)

가할 수 있다.

일은 다시 회수되어 오일팬으로 되돌아 간다. 이런 경우, 엔

2-2. 시료 물성 분석 및 윤활성 분석

진오일 점도가 낮아져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 많은

2-2-1. 동점도 및 저온겉보기 점도 분석 5) 6)

양의 연료와 엔진오일이 연소되어 RPM이 올라가고, 불완

동점도(kinematic viscosity)는 Cannon Instrument

전연소에 의한 배출가스 증가, 소음, 진동 증가, 엔진고장과

Company사의 CAV 2000 series의 Cannon 1257 유리

같이 차량의 중대한 문제발생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이나 치

제 모세관식 튜브를 이용하여 40 ℃와 100 ℃에서 ASTM

께, 윤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도지수의 경우, 엔진

명적인 차량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D 445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저온겉보기점도(cold

오일은 점도지수 향상제(VI improver)를 이용하여 온도변

본 연구에서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혼입됨으로써 발생되는

cranking simulator, CCS)는 Cannon Instrument

3. 결과 및 고찰

화에 따른 동점도 변화가 적은 반면, 경유에는 점도지수 향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엔진오일에 경유를 일정비율로 혼

Company 사의 CCS-2000 series를 이용하여 50 mL의

3-1. 경유혼입 엔진오일의 물성 분석

상제가 없어 온도변화에 따른 동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

합한 뒤, 엔진오일의 물성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료 혼

시료를 취해 -30 ℃에서 회전자의 속도와 점도와의 함수관

경유혼입 엔진오일의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순수한 엔

상되었지만, 실제 분석결과 경유비율이 높아질수록 점도지

입여부를 엔진오일의 물성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계를 이용하여 겉보기점도를 측정하였다.

진오일, 경유 및 일정 비율의 경유를 혼합한 엔진오일에 대

수가 향상되었다. 이는 경유비율 혼합농도가 높아질 수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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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유의 점도가 낮기 때문에 엔진오일 내 경유비율이
높아질수록 동점도가 낮아지며, 점도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점도가 낮아지면, 엔진오일이 묽어져서 쉽게
엔진룸의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는 단점과 함

103

40 ℃에서 측정된 동점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100℃에서 측

〈표4〉는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엔

간이 17~25분에서 검출된 반면, 낮은 끓는점 분포를 지니

4. 결 론

정된 동점도와 차이가 작아져서 오히려 점도지수가 높게 측

진오일의 경우, 고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

는 경유가 혼입될 경우, 6~19분에서 경유가 검출되는 것

엔진오일은 엔진을 원활하게 회전시키기 위한 윤활제로써

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에 산화방지제 등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에 안정하

을 볼 수 있다.

적정 성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차량부품의 문제 또

〈표3〉 Test result of physical properties of engine

다. 하지만 경유의 경우 산화안정제를 넣지 않으며, 엔진오

SIMDIST 를 이용해 GC패턴을 분석한 뒤, 끓는점 분포를

는 구조적 영향으로 연료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경우가 발

oil and mixing engine oil by diesel fuel

일에 비해 산화에 취약하다. 실제적으로 강판과 구리판 촉

분석하였다. 엔진오일의 경우, 비점범위가 412.2~542.5 ℃

생될 수 있다. 엔진오일에 과도한 연료가 혼합될 경우, 엔

(℃)

CCS
(mPa·s)

WS
(mm)

매조건하에서 강제 산화를 시킨 결과, 경유비율이 높은 엔

로 분석된 반면, 경유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SIMDIST

진오일의 물성이 변하여, 차량의 문제 및 사고로까지 이어

0.85024

-42

6197

0.494

진오일일수록 산화에 열악해서 산화 전 시료에 비해 점도비

에서 머무름시간이 앞당겨져서, 경유 30%가 혼입된 엔진

질 수 있다.

0.85084

-45

4466

0.500

및 전산가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순수한 자동차용

오일의 경우, 비점범위가 226.7~542.5℃로 변화됨을 볼

본 연구에서는 엔진오일에 경유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엔

경유의 경우, 열화생성물인 락커(lacquer)가 형성되는 것을

수 있다. 경유는 엔진오일에 비해 저비점물질이기 때문에

진오일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유혼합비율이 높

확인할 수 있었다.

초류점(IBP)에 영향을 주지만, 종말점의 경우는 고비점물질

아질수록 밀도, 유동점, 저온겉보기점도, 인화점, 동점도가

인 엔진오일의 종말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낮아졌으며, 윤활성 부족으로 인해 마모흔 증가가 발견되었

〈표5〉. 따라서 엔진오일에 연료의 혼입여부를 판단하는데

다. 또한 산화안정도를 분석한 결과, 경유혼합비율이 높아

있어 초류점과 10%(Vol.) 증류온도를 분석함으로써 연료혼

질수록 산화안정성이 열악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인화점의 저하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으며,

〈표 5〉 The test result of distillation pattern using

동점도 저하는 엔진오일이 묽어져, 피스톤운동으로 엔진오

Density
(mg/mL)
E
E:D= 95:5

PP

E:D=90:10

0.84957

-45

3011

0.502

E:D=85:15

0.84845

-48

2134

0.502

E:D=80:20

0.84700

-48

1512

0.507

E:D=75:25

0.84596

-48

1237

0.508

E:D=70:30

0.84420

-51

821

0.511

D

0.82690

-51

93

0.674

PP; pour point, CCS; cold cranking simulator, WS; wear scar

〈표3〉에서는 밀도, 유동점, 저온겉보기점도 및 사구식 내마
모 성능시험을 통한 윤활성을 측정하였다. 밀도와 유동점은
경유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3-2. 경유혼입 엔진오일의 SIMDIST 분석
〈그림1〉
Test result of SIMDIST
of engine oil
and mixing engine oil
by diesel fuel.

SIMDIST

Engine Oil (5W30)

E:D = 95:5

한 저온겉보기점도 역시 경유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E

것을 확인하였다. 엔진오일에 비해 경유가 윤활성이 낮기
때문에 경유성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구식 내마모시험
을 통한 마모흔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엔진
오일의 윤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스톤의

IBP

E:D = 90:10

E:D = 85:15

왕복운동 과정에서 실린더 내벽을 마모시킴으로써 실린더
와 실린더링을 파손시킬 수 있다.

일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과도한 연소, RPM증가에 따른 급
50%
(℃

90%
(℃)

FBP

(℃)

10%
(℃)

412.2

446.1

481.0

524.0

542.5

활성 저하를 일으켜, 엔진시스템의 마모로 인한 문제를 발
전시킬 수 있다. 또한 SIMDIST를 이용해 엔진오일을 분석

(℃)

E:D=95:5

292.4

431.6

478.6

524.2

542.5

E:D=90:10

254.0

412.0

477.2

524.0

542.5

E:D=85:15

241.5

365.1

472.1

521.2

542.5

E:D=80:20

237.6

333.7

469.7

520.0

542.5

E:D=75:25

237.6

339.1

467.6

519.2

542.5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진오일에 연료의 혼입여부는 엔진

E:D=70:30

226.7

323.0

464.6

517.9

542.5

오일의 물성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

D

121.5

265.9

340.2

420.4

529.9

시한 SIMDIST 분석은 보다 효과적인 연료 혼합여부를 판

IBP; initial boiling point 10%; 10%(Vol.) distillated boiling point
FBP; final boiling point

〈표4〉 Test result of oxidation stability of engine oil

발진, 화재위험 및 불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윤

한 결과, 경유혼입 시료의 경우, 저비점 경유가 SIMDIST 상
에서 분석되고, 이로 인해, 초류점, 10% 증류온도 등이 변하

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nd mixing engine oil by diesel fuell

Oxidation Stability (165℃, 24h)
Ratio of
viscosity

Increase of
TAN

Lacquer

E

0.94

0.28

NA

E:D=95:5

1.10

-0.26

NA

E:D=90:10

1.21

0.45

NA

E:D=85:15

1.23

-0.54

NA

E:D=80:20

1.32

0.36

NA

E:D=75:25

1.56

0.11

NA

E:D= 70:30

1.64

0.64

NA

D

1.84

0.81

Attachment

Engine Oil (5W30)

E:D = 95:5
1) Matsuo, S., Takami, K., and Yamamoto, H., “Influence of properties of diesel fuel on diesel engine performance”, JSAE, Vol. 58, No. 11, 2004.
2) Bae, C. S. and Jung. Y. J., “Fuel economy improvement of automotive engine”, Auto Journal, Vol. 34, No. 1, pp. 389-45, 2012.
3) Kim, H. G. and Kim, C. K., “Experimental study on th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luted engine oil by diesel fuel”, Journal of the KSTLE, Vol. 21, No. 4, pp. 156-164, 2005.
4) http://newstapa.org/37792.
5) ASTM D445, “Standard test method for kinematic viscosity of transparent and opaque liquids and calculation of dynamic viscosity”.

E:D = 70:30

Diesel

6) ASTM D 5293, “Standard test method for apparent viscosity of engine oils between -5 and -35 ℃ using the cold-cranking simulator”.
7) ASTM D1298, “Standard test method for density, relative density (specific gravity) or API gravity of crude petroleum and liquid petroleum products by hydrometer method”.

경유혼입 엔진오일의 증류성상 변화 및 GC패턴을 알기
위해 SIMDI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엔진오일의 경우 SIMDIST 상에서 머무름 시

8) KS M ISO 2592, “Determination of flash and fire points-Cleveland open cup method”.
9) ASTM D2500, “Standard test method for cloud point of petroleum products”.
10) KS M 2021, “Testing methods for oxidation stability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oil”.
11) ISO 20623,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the extreme-pressure and anti-wear properties of fluids-Four ball method”.

TAN; total acid number, NA; no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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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ation

증류성상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규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휘발

증류성상 국제공인 시험방법〈KS M ISO 3405〉분석 조건

유는 저온시동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지역의 대기온도에 따

대표적인 시료 유형

65.5 미만

65.5 미만

형 및 기후를 고려하여 적정한 품질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100 이하

100 초과

서 회수된 증류량과 증기온도와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KS M ISO 3405를 사용하

한 환경속에서도 기온차를 이용해 대기중의 수증기를 모

다. 가솔린의 증류커브는 휘발유의 여러 성능을 반영한다.

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STM D86을 가장 널리 사용하

아 생수를 얻는 방법은 생존의 필수요건인데, 여기에 이번

디젤의 경우 환경적인(배기가스)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다

고 있다.

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증류성상 시험기기의 기본원리

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디젤엔진에 대하여 연료의 황함

증류성상 시험방법은 100ml 시료를 가열하여 증발된 증기

가 숨어 있다.

량, 세탄지수, 증류성상(90%, 95%유출온도 등)의 변화는

를 낮은 온도의 콘덴서에서 응축하여 다시 액상으로 회수

배기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하는 시험이며 이때 회수된 시료의 양과 증류온도를 수치

석유제품의 증류

히 증류성상(90%, 95%유출온도 등)가 낮아질수록 PM 배

로 나타낸 값이다. 일반적으로 T와E로 표현하는데 T점은

원유는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료와 같은 석유제품

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회수된 시료의 부피일 때 증기온도 (T50은 휘발유의 50%

과 화학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을 분리하기 위해

가 증류되었을 때 증기의 온도)이며 E점은 증류온도일 때

서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석유는 끓는점이 서로 다른 수많

증류된 시료량(E100은 100 ℃에서 시료가 회수되는 시료

은 액체물질의 혼합물이므로 분별증류하여 분리하여야 한

량)을 의미한다.

다. 증류탑에서 분별증류되어 나오는 순서는 가솔린, 등유,

증류성상 시험절차는 먼저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시료를 옮

경유, 중유 순이며, 반복적으로 분별 증류하면 더 많은 종류

겨 담고 증류량을 4~5ml/min 속도로 유출되도록 히터를

의 순수한 성분으로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조절한다. 증류된 연료가 응축되어 첫방울이 떨어지면 그

종말점(FBP), ℃

250 이하

250 이하

250 초과

250 초과

시료 병의 온도, ℃

10 미만

－

－

－

시료채취 시 시료 온도, ℃

10 이하

10 이하

주위온도

주위온도

응축기 수조의 온도, ℃

0~1

0~4

0~4

0~601

첫 가열부터 초류점까지
걸린시간, min

5~10

5~10

5~10

5~15

초류점에서부터 5%(V/V)
유출까지 걸린시간, s

60~100

60~100

－

－

5%(V/V)유출에서부터
플라스크 내 5ml까지의 균일한
평균속도, ml/min

4~5

4~5

4~5

4~5

플라스크 내 5ml 잔류물에서부터
종말점까지 걸린시간, min

5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Thermometer
Flask(125cm³)

연료의 휘발성과 자동차 성능

50T, 90T 등으로 기록한다. 유종에 따라 대기압 및 손실량

가솔린은 각각 고유의 끓는점을 갖는 수백개의 탄화수소물

을 보정하여 최종 확정온도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솔린은 물과 같이 단일물질

증류성상 시험의 조건은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정하

Cork
Metal tube

Sample
(100cm³)

Condenser:
cooling bath
(water or iced water)

Flask support

Heating
system

온도부터 기록을 시작하며 회수되는 부피비율에 따라 10T,

Receiver

(graduated cylinder)

는데 일반적으로 증기압, 초류점, 종말점 등 유분의 성상에

가솔린 증유성상과 엔진성능과의 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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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

65.5 미만

그램이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다. 특히, 사막같은 척박

엔진퇴적물축적, 배출가스량

(wide-cut)
항공 연료

－

증류성상 시험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이 여

증류커브 후반
(90%, 95%유출온도, 종말점)

휘발유

65.5 이상

점을 갖는다. 가솔린의 증류성상(증류커브)는 특정조건에

엔진가속성, 짧은거리 운행연비

휘발유

초류점(IBP), ℃

요즘 ‘정글의 법칙’을 선두로 오지에서 살아남는 TV 프로

증류커브 중간
(50%유출온도)

4

리드 증기압, kPa

증류성상 시험방법

저온시동성, 고온시동성,
증기폐쇄

3

하고 있다. 각 국가는 세계연료헌장을 기반으로 자국의 지

이 특정한 온도에서 끓는 것과는 다르게 넓은 범위의 끓는

증류커브 도입
(초류점, 10%유출온도)

2

와이드 컷

요구 규격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이드

증류(Distillation)란

주행성능 연관성

1

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유 또한 시장별 환경

하고 있다.

구분

그룹 번호

항목

자동차 연료와 증류성상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증류성상 규격은 차량의 성능 및 대

증류성상 시험기기는 전세계적으로 PAC (OptiDist ),

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기준을 세워 규제하는 것

ISL(5G2), Anton Parr(ADU5)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 중요한데, 그 기준의 모델은 세계연료헌장(Worldwide

PAC社 제품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림1〉
증류성상 시험기기
구성도

Fuel Charter)을 기본으로 한다. 세계연료헌장은 다양한
연료시장에 사용되는 연료품질을 엔진 및 자동차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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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지구촌
네트워크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

2017년 KOICA 글로벌연수 프로그램

세계 속에 석유관리원의
씨앗을 뿌리다

석유품질관리의 씨앗을 뿌리다

좋은 양분은 좋은 열매를 그대로

교육은 관리원 내부 직원과 외부 유관기관의 초청 전문가로

특히 올해는 연수생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 37명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론식

글로벌 연수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리원 내부강사를 조

강의 25회, 실습 및 참여학습 8회, 현장학습 및 산업시설 견

기 선발하고 사전 기획회의 등을 통해 강의 교안의 세부 내

학 6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

용을 조율하였으며,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전문가

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강의주제는 ▲석유제품의 생산, 품

코칭도 병행하여 내부강사의 어학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

질관리 기초교육 ▲석유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실무교육 ▲

울였다. 또한 타국에서 장기간 참여하는 연수생의 불편사

에너지 정책 및 차세대 기술 특별교육 등 3개의 모듈로 구

항을 해소하고 운영진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SNS(

성하였으며, 각 과정은 석유의 정제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 안내 및 관련 활동들을 실

까지 석유제품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노력을

한국석유관리원은 걸어오다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인 ‘석유품질관리시스템 실무교

법제도, 품질검사 및 시험분석 방법을 비롯한 유통관리 모

기울인 것도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차별화된 점으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 유일의 석유에너지 품질 및 유통관

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로 5회 차를 맞는 이번 교육에는 동

니터링 등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임

로 생각한다.

리 전문기관으로 지난 30여 년간 품질검사, 시험인증, 연구

티모르, 몽골, 베트남, 이라크,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새 있게 구성하였다. 생동감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관리원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ICA에서 실시한 연수만족도 평가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

등 7개국에서 15명이 참가 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석유관련

의 석유기술연구소와 SK에너지 울산공장, 대한송유관공

결과 종합점수가 91.0점으로 지난해 대비 3.9% 향상되었

다. 최근에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요정책 입안자이거나 국영정유사의

사 및 한국가스공사 비축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이와 함

으며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

진 석유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석유에너지 분야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었다. 참가국들은 최근 경제성장으

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의 산업시설 견학을 통해 한

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로 연료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연료품질관리시스

국의 경제성장과 고도화된 산업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결과물로 연수생들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석

업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석유제품 소비

템 도입과 안전 및 대기오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연수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적극적인

유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하였으

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부족해 어려움

개발도상국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

호응 속에서 이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경외감과 향후 우

며, 이의 실현을 위해 관리원에 기술협력 및 교육 등 지속적

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등에 한국의 선진 기술과 제도

을 체험하고 자국의 석유품질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로

호협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를 소개하고 맞춤형 기술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우호

드맵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교육에 참여하였다.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국내 민간분야 진출에 교두보를 쌓는
〈표2〉 국가별 주요 현안 및 협조 요청사항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표1〉 2017년 KOICA 글로벌연수 참여 현황
국가

연수
인원

콜롬
비아

2명 국영정유사(ECOPETROL S.A)

국가명
콜롬
비아

소속기관

이라크 • 정부 석유연구개발센터 고도화를 위한 관리원 벤치마킹 지원

이라크 2명 석유부(Ministry of Oil),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미개척의 땅을 만나다

광산중공업부(Ministry of Mining and Heavy industry)
광물석유청(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

2명

페루

에너지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2명
광업석유에너지협회(National Society of Mining, Petroleum and Energy)

동티
모르

석유광물청 (National Petroleum and Minerals Authority)
3명
국영정유사 (Timor Gap E.P)

이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4주간 개발도
상국가의 석유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108

베트남 2명

• 석유품질관리기관 및 국가차원의 독립된 시험실 구축 희망
• 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비교숙련도 시험에 참여 희망

코스타 • 기술협력 MOU 체결 및 선별시험 도입 기술지원 요청
리카 • 도매업자 및 LPG 정량검사 도입 준비 중으로, 정보교환 희망

코스타
2명 공공서비스규제국(ARESEP), 국영정유사(RECOPE)
리카

몽골

주요 협조 요청사항

몽골

• 광물석유청 소속 시험실 국가승인 및 시험전문인력 양성

페루

• 에너지광물부와의 기술협력 MOU 체결 요청
• EURO IV 전면 도입 · 시행 관련 노하우 전수 희망

동티
모르

• 석유 정제 · 수송시설 구축 메가 프로젝트 진행 중
• 석유제품 시험분석실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호주 SGS에 분석의뢰 중)

베트남

품질기술원 (STAM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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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석유관리시스템을 하노이/호치민에 시범적용 운영 희망
• 시험분석 전문인력 교육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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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참가국별 석유품질관리체계
국가

항목
검사기관

콜롬비아

검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

• 석유제품 검사기관 부재
• 광물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 산하 국영정유사
ECOPETROL S.A 자체 품질검사 실시

친애하는 관리원 임직원 여러분께

• 정유사(2개), 주유소(5,576개), 바이오연료 생산사(19개), 도매상(24개)
• (의무검사) 국영정유사가 연간 2회 자체 품질검사 실시
• (휘발유) 황함량 300 ppm↓, 옥탄가 RON 86, 94↑

품질기준

• (경유) 황함량 50 ppm↓, 세탄가 45, 세탄지수 45↑
검사기관

싹이 트기를 기다리며
이번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우리 관리원은 자원

코스타리카

검사대상 및
방법

품질기준

• (경유) 황함량 50 ppm↓, 세탄가 45, 세탄지수 45↑

개하고 기술전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이는 각 참여 국
검사기관

가의 상황에 맞게 석유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될 것이며, 수원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산업 발
이라크

검사대상 및
방법

• 석유제품 검사기관 부재
• 석유부(Ministry of Oil) 소속 국영정유사가 자체 품질검사 실시
• 8개 정유사 (매일 2-5회 검사)
• (휘발유) 황함량 500 ppm↓, 옥탄가 85-95(정유사)

분명하다. 또한 관리원은 해외 각 국의 석유제품 품질관리

품질기준

• (경유) 황함량 2,500 ppm↓, 세탄가 56↑

체계 및 에너지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최신 기술정보를 수
검사기관

집하고 이를 ODA 사업 확대에 활용하는 등 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

• 도매업자(수입업자), 주유소(350)
• 도매업자 2회/월, 주유소 4회/년 및 소비자신고 수시검사(연 6만건)
• (휘발유) 황함량 50 ppm↓, 옥탄가 RON 91, 95↑

부국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선진 석유품질관리시스템을 소

전, 그리고 한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밑거름이 될 것임에

• 공공서비스규제국(ARESEP)

몽골

검사대상 및
방법

관의 신규 사업분야 발굴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큰 기여

• 광물석유청(석유품질 · 정량검사)
• 기술표준원(정량검사 및 시설검사)
• 저장시설(130), 수입사(80), 주유소(1,200)
• 1회/3년 및 소비자신고

석유제품의 관리는 수요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용도별 특성과 대체불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단순히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제품은 국민의 생활수준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 전략목표 중 중점추진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세계 10위의 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선진 석유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무엇을 배우냐 보다 누가 가르치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험에서 비롯한 노하우와
석유품질관리시스템의 실례를 공유합으로써 그 교육을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2017년 글로벌연수에 참여한 7개국 15명의 연수생을 대표하여,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석유품질관리분야의 고급정보 공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환대와 아량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능케 했던 KOICA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휘발유) 황함량 500 ppm↓(유로2 준용) * 품질기준 제정 준비중
품질기준

를 할 것이며, 향후 국내 석유산업 민간분야의 해외진출 교

• (휘발유) 황함량 500 ppm↓(유로2 준용) * 품질기준 제정 준비중

두보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기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이라크 연수생 Ahmed Mohammed Joodi

• 에너지광물부 산하 에너지광물관리청(Osinergmin)
• 품질검사(Quality control) : 정유사, 주유소, 저장소

함께 자라다

페루

검사대상 및
방법

이번 글로벌교육에 참여했던 많은 내 · 외부 강사들은 5월

※ (대상유종) 휘발유, 경유, 바이오연료, 선박유, 제트유

• 정량검사(Metrological control) : 주유소(약 3,000개)
※ (대상유종) 휘발유, 경유, LPG

황금연휴까지 뒤로한 채 힘들게 준비했던 만큼 연수생들의

품질기준

• (휘발유) 황함량 2,000 ppm↓, 옥탄가 RON 84, 90, 95, 97, 98↑

만족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와 개

검사기관

• 국립석유광물관리원(ANPM)

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
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우

동티모르

검사대상 및
방법

• (휘발유) 황함량 50 ppm↓, 옥탄가 RON 91↑, 에탄올5~20부피%
품질기준

리가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

• (경유) 황함량 500 ppm↓, 세탄지수 45↑

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끝으로 교육에 참여해 준 강사분과
검사기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KOICA 및 관리원 모든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저장시설(2) 및 주유소(62)
• 3회/년 의무검사(주유소는 수시검사 병행)

베트남

검사대상 및
방법

• (검사) 과학기술부 산하 STAMEQ(기술표준원)
• (시험) STAMEQ 산하 품질인증센터(QUATEST)
• 주유소(약 10,000), 연간 30개 주유소 검사
• 의무검사 및 수시검사
• (휘발유) 황함량 500 ppm↓, 옥탄가 RON 92, 95, 98↑

품질기준

「2017년 KOICA 글로벌연수」
수료식에서 연수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rolling paper를 이사장님께 전했다.

• (경유) 황함량 500 ppm↓, 세탄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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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Q&A

흡기 밸브 퇴적물 IVD, Intake Valve Deposit 이란?

인 시험방법으로는 미국의 BMW 318i 10,000 마일 실차량시험방법과 유럽의 MB M102E 엔진시험방
법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흡기밸브 퇴적물이 자동차의 유해배기가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고려하여 미
국 內 시판 휘발유에 흡기밸브퇴적물을 억제시킬 수 있는 청정제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1995년에는
미국 환경청이 자국의 시판휘발유에 첨가되는 청정제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방법으로 BMW

318i 시험방법을 채택한 바 있다.

흡기밸브 퇴적물이란 무엇인가요?
휘발유 엔진의 흡기밸브에 표면 생성되는 찌꺼기로 연소실내의 불완전연소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로부터
기인된다. 자동차용 불꽃 점화기관의 엔진기술 발전에 따라 근래 공급되는 자동차 엔진의 경우, 거의 대부
분 다점 연료 분사장치를 장착한 엔진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점 연료 분사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초
기 도입 당시 미국 자동차시장의 BMW 차량에서 심각한 운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운전성문제를 야기 시킨 근본원인은 엔진의 흡기밸브에 축적된 퇴적물(IVD)이 저온시동시의
요구 공연비를 희박화시키면서 나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한 운전성 문제가 여타의 자동차에서도 나타
나면서 흡기밸브 퇴적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엔진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재까지도 흡기밸브의 퇴
적물이 휘발유의 가장 중요한 요구성능 중 하나인 엔진청정성능의 기준이 되고 있다.

IVD가 차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흡기밸브 퇴적물은 심한 경우 초기 시동시의 운전성 악화를 비롯하여 연료소비량 증가, 엔진의 최고출력

IVD 관련 국외 시험방법 및 규제는?

감소, 유해 배출가스의 증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15,000~30,000km 정도를 주행한

IVD 관련 법적규격은 없으나 World wide fuel chart 에서 카테고리별로 IVD 권장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MPI(Multi Point Injection) 차량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온운전성악화는 흡기밸브 튤립(Tulip)부에 얇게 도

시험방법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시험용 엔진의 변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험방법을 새로이 개발하

포된 다. 스폰지형태의 퇴적물이 저온 엔진시동시 분사된 연료를 흡수하면서 공연비를 희박하게 만드는

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것이 원인으로 시동후 15~30초 사이에 엔진떨림이나 쓰로틀밸브 반응 불량, 불화 등을 일으키며, 향후 희

〈표1〉 흡기밸브 퇴적물 기준

박연소엔진과 같이 공연비가 희박연소한계에 가깝게 운전될수록 이러한 흡기밸브 퇴적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방법

ASTM D 5500

IVD 제거 및 저감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흡기밸브퇴적물은 주로 고비점 연료성분과 엔진오일 첨가제에 의해 생성되며, MTBE 등의 함산소화합물도

Category2

Category3

Category4

비고

50

30

30

유럽(엔진시험)

100

50

50

미국(차량시험)

90

50

50

미국(엔진시험)
출처 : World wide fuel chart

〈표2〉 외국의 흡기밸브 퇴적물 시험방법 및 시험엔진
시험방법

시험목적

시험엔진

시험시간

Renault 5 Carburettor
Detergency Test

- Carburettor 청정성

Renault 5

30 Hr

의 주입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각종 휘발유첨가제가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Mercedes M102E

- Inlet Valves 청정성

M102.982
(Bosch K Jetronic injection system)

60 Hr

IVD 관련 국내 · 외 기술동향은?

Mercedes M111 Inlet system
cleanliness and Combustion
Chamber Deposit Test

- Inlet System & Combustion
Chamber 청정성

M111E20
(4 valves,DOHC,MPI, Catalyst Closed
Loop Control)

60 Hr

Chevron BMW 318i

- Intake Valve 청정성

BMW 318i

35 Hr

ASTM D-6201 Ford 2.3L

- Inlet Valves 청정성

Ford 2.3L Ranger Engine

100Hr

퇴적물 생성 억제효과가 적었으며, 휘발유에 퇴적물 생성을 억제시키거나 생성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첨가제

국내에서는 아직 엔진 청정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고, 각 정유사별로 시험방법
을 외국기술에 의존해 독자적으로 휘발유 및 청정제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성능시험 방법을 개발, 사용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112

평균㎎/valve

ASTM D 6201

흡기밸브 퇴적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흡기밸브를 포함한 흡기계통의 퇴적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흡기밸브의 표면촉매코팅, Polishing 등 엔진 하드웨어의 개조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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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직분사(GDi) 엔진의 경우 흡기밸브 퇴적물의 형성은?
(GDi)엔진의 경우에는 연료가 흡기 매니폴드에 분사되지 않아, 연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에 의한 퇴적물의 형성보다는 윤활유에 의한 퇴적물 형성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GDi 엔진의 경우, 내연기관용 윤활유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밸브 가이드 및 PCV(Positive crankcas ventilation)시스템을 통해
흡기 밸브에 영향을 미치며, 연료에 의한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GDi엔진에서는 연료에 의한 세척작용 없이 흡기밸브를 윤활 시키기
〈그림1〉 연소실 내 퇴적물

때문에 MPI 엔진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많은 퇴적물이 GDI 흡기밸브

에 생성된다. 또한 두 엔진(MPI 및 GDi)의 연소조건을 비교하면, 동일한 운전조건(rpm, torque)에서 MPI
보다 많은 연소실 내 퇴적물(CCD, Combustion Chamber Depsoit)이 생성된다. 형성된 퇴적물은 화학

운영기간 : 2017. 9. 1. ~ 11. 30.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적(산화 및 가스화), 물리적(휘발성기체성분의 탈착 및 증발) 및 기계적 마모, 벗겨짐 및 씻김과 같은 기계적

신고접수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통해 제거된다.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1398.acrc.go.kr/
팩스번호 : (044) 200-7972

관리원의 IVD 관련 연구성과 및 향후계획은?
가짜휘발유가 가솔린 엔진(흡기밸브)의 퇴적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연구를 수행하였다.
엔진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엔진의 퇴적물이 잘 발생될 수 있는 운전모드를 정하여 기관을 운행하여, 정
상휘발유 및 가짜휘발유의 퇴적물 생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정상휘발유의 경우
퇴적물의 무게는 약 26mg을 나타내었으며, 가짜휘발유 1형의 경우는 약 540% 증가한 약139mg, 가짜휘
발유 2형의 경우 약 410% 증가한 104mg의 생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정상휘발유의 경우 적정양의 청정성 첨가제가 퇴적물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나, 반대로 첨가제를 포함
하고 있지 않은 두가지 형태의 가짜휘발유의 경우 퇴적물 생성을 억제하지 못해 퇴적물의 증가를 확인하였
다. 시험시간 증가에 따라 가짜휘발유의 총탄화수소(THC) , 질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성된 퇴적물이 스폰지처럼 연료를 흡수하게 되어 공연비의 불균형을 일으켜
배출가스 악화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편 ·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부패 · 공익신고’앱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 · 중소기업지원 · 환경 ·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 · 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세계연료헌장(WWFC)에는 엔진 운전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엔진 內 퇴적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
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규격 및 권고사항이 없는 실정으로, 2015년부터 자체 과제로 국내 적용성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휘발유 및 엔진청정성 첨가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 정량적인 국내 시험방법을
수립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방법(KPETRO-STM-XX)으로 등재하고, 나아가, 국가표준(안)시험법 기초
를 마련함으로써, 국산엔진에 맞는 휘발유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자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글. 석유기술연구소 성능연구팀 김정환 과장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 감사원 · 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정상휘발유

가짜휘발유1형

가짜휘발유 2형

〈그림2〉 60시간 내구시험 후 흡기밸브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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