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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에 사용되는 식별제 및

한국석유관리원

CEO 인사

첫째, 사회적 가치 추구를 관리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 합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관리원의 운영과

한국석유관리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동체 발전에

손주석 신임 이사장

둘째, 핵심 사업은 더욱 강화하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관리원

취임

석유 품질과 유통 관리 등 관리원의 핵심 사업은 국민의 안전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해나가고자 합니다.
과 권익,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되,
다른 한편으로 석유대체연료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기술정보,
연구 분야에도 역량을 할애하여 업무영역의 경계를 확대해나

한국석유관리원 신임 이사장으로 손주석 前 환경관리공단
(現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지난 6월 5일 취임했다. 손 이사
장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3년부

감으로써 관리원의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셋째, 디지로그(Digilog) 감성경영, 현장밀착경영으로 조직문화
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터 2008년까지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하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

고 한화건설 고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초빙교수를 지낸,

든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체계화하고,

환경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고 함께 호흡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을 개척하고
자 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 및 연구기관인 관
리원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기관들과
의 협력과 인적교류, 정보수집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K-Petro Magazine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관리원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손주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
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기관과 대학 강단에서 환경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고심해왔습니다.

글로벌 석유 정보관리 선도기관의 위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과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
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관리원은 검사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
식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청렴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스템
을 보완하는 등 청렴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공적 기관인 만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

저는 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경영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방침을 실행에 옮겨 한국석유관리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

대처에 관리원이 동참하여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는 기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관리원의 사업목적과

과 열정을 다 쏟을 것입니다.

접목시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깨

저를 비롯한 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

끗한 에너지 관리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관리원을 다음과 같은 경영방침을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4

손주석
5

CONTENTS

THEME WORLD

ENRICH

ENJOY

10

28

64

VALUE+
도전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더 로드

희망을 찾아가는 1박 2일 부서여행 - 글램핑

에너지는 드물고 희박하다
14

SUMMER | VOL.126

18

ENERGY+
신재생 에너지의 도전 어디까지 왔나
ECO+
미래 공생을 위한 예술의 도전
- 정크아트(Junk Art)와 ‘우리’

34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 한방울, 배달왔어요!
38

68

STORY+
단편 소설로 보는 도전의 의미
21세기의 문익점을 만나보실까요?

월드 에너지 이슈

“재생에너지 공급 100%”
미국 도시들의 성공 비결  

두근두근 워너비
차이는 ‘벽’이 아닌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공간'

42

행복누림 서비스

74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44

1리터의 가치
믿을 수 있는 내 이웃 같은 주유소

78

K-Petro CSI
점점 지능화 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

80

K-Petro Global

석유관리원,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유 품질관리교육
52

에너제틱!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클린 제주도를 지키는 에이전트 K-Petro

84

86

88

K-Petro 뉴스룸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신청사 준공식
2018년도 전국 석유 및 LPG담당 공무원 교육
‘열린혁신·일자리 창출‘ 대국민 공모전

Photo Talk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K-Petro인들의 이야기

석유관리원 신입사원 소개
60

아이디어 팡팡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1분기 제안왕_ 수도권북부본부 이종근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New Faces

The Classic

세 번쯤은 너무나 좋을 한 여름 밤의 꿈

제주도를 책임지는 소수정예 어벤져스,

56

케어&힐링

고져스! 그녀들의 어느 멋진 하루
자매 같은 입사동기 5인의 스파 체험기

첨단장비로 잡아낸다!  
48

알쓸에잡

쾌적하고 알뜰한 여름,
10가지 절약법만 알아두세요!

현풍농협주유소
47

공감교감

사랑의 색에 물들다
<샤갈 : 러브 앤 라이프展>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 윤혜정 사원 가족

가
 짜석유, 절대 현혹되지 마소.
22

트렌드 포커스

금쪽같은 2박 3일 해외여행?
짧고 굵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90

K-Petro 우체통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K-Petro 우체통으로 온 애독자 편지

2018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서해안 해수욕장 백사장 중금속 오염 검사 완료

발행인 손주석 발행일 2018년 7월 9일 통권 126호 등록번호 성남 바 00003 발행처 한국석유관리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기획총괄 정충섭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Tel 031-789-0244 Fax 031-789-0359
URL www.kpetro.or.kr 기획·디자인 나로네트웍스(02-335-5479) 인쇄 sns 인쇄

6

7

THEME WORLD

CHALLENGE,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시도했는가, 실패했는가, 괜찮다.

Try again. 다시 시도하라.
Fail again. 다시 실패하라.
Fail better. 더 나은 실패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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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뮈엘 베케트
도전이란, 성공이 보장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도전만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바라고 믿는 것을 위해
흘린 땀, 감수한 불편들, 누군가는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떠안은 고난.
도전의 가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작했음에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을 때 가능성은 0%입니다.
가능성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순간 생깁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감수하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의 것이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로
2018 K-Petro 매거진 여름 호의 문을 열겠습니다.
도전 에너지가 넘치는 여름이 되길!

THEME WORLD
VALUE+

도전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에너지는
드물고
희박하다
글 정진건(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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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아름다움

것.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이기기 위

이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결과나

해서 휘슬이 울릴 때까지 인생이라는 피치 위에서 싸우는 것.

확률로 봤을 때 안전은 ‘만족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도전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윤리적인 태

공자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데서 확립되는 것이 맞다. 그럼 오프라 윈프리나 케네디는 왜

도와 연관이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평한 원칙 위에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안전을 위해서 도전하라고 말한 것일까? 인생의 안전은 기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믿음, 열정을 쏟아붓는 도전

있다. 我们最骄傲的并不是永远不跌倒，而是能够从每次失

의 관습을 따르고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 우리가 선험적으로 원하는 정의로운 삶의 한 양태이기 때

败中重新站起来.” 결코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려

만약 누군가 하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기뿐만

문이다. 따라서 도전정신이란 지극히 윤리적인 감각, 그것도

얻은 값싼 승리(모든 갑질은 바로 이러한 값싼 승리다) 따위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하인으로서의 삶을 강요할 것이

활성화된 윤리적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역으로

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행위가 바로 도전인 것이다.

고, 그런 삶이 삶의 전부인 양, 삶의 진실인 양 여길 것이다.

보면 도전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윤리성이 떨어진다는 것

만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존의 관습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을 말한다. 가령 피치 위의 축구 선수를 생각해보자. 경기 중
인 축구 선수에게 위험한 태클·가격 등의 파울, 즉 공평한 원

아직도 봉건 시대를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케네디
도전,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힘

칙을 어기는 것을 하는 의미한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인 동

나 오프라 윈프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안주하고 도전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원칙으로 하는 도전정신을 위배

이제 다른 맥락에서 도전을 바라보자. 도전은 상황에 따라 안

하는 행위다.

전하지 않은 행위로 취급받곤 한다. 가령 FA를 목전에 둔 특

간혹 우리는 승부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스코어 차이가 나

급 투수가 국내 프로야구계에서 충분히 최고의 대우를 받을

는 축구 경기를 끝까지 지켜볼 때가 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메이저리그에

도 손에 땀을 쥐고, 그래 한 골이라도 더 넣어봐, 응원하면서.

도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이런 상황에서 도전이란 주어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고취된 감정을 가질까? 패배했다

진 현재에 만족하더라도 (자신의 더 큰 성취를 위해서) 위험을

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智者动，仁者静，智者乐，

는 것을 알면서도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념과 연관되곤 한다.

仁者寿.” 도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한

우는 선수들을 볼 때 그렇다. 그런 순간에는 코끝이 찡해지고

즉 현재에 만족한다면 감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행위

다는 것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는 그 선수들이 정면으로 끝까지 맞서

가 도전이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리더들은 이와 다

이다. 일 못하는 후배에게 짜증에 찬 쓴소리보다는 진심 어린

싸우기 때문이다. 도전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끝까지 싸우는

른 견해를 제시한다.

조언을 해주는 것, 또는 잔소리꾼 선배를 ‘꼰대’라고 무시하

지금,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지 말고 그의 충고 속에서 의미 있는 지혜를 찾아내려고 노력

‘도전(挑戰, Challenge)’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I believe that one of life’s greatest
risks is never daring to risk.” Oprah Winfrey 오프라 윈프리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걺’이라
는 의미를 가진 ‘도전’만큼 승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스포츠에 어울리는 정신도 드물기 때문
이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은 ‘정의(justice)’에 해당되는 윤리적 태도이기도

하는 것이 도전이다. 이러한 작은 도전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
인 사람으로서, 또 삶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액티비티한 사
람으로서 ‘나’의 잠재성을 확신하며, 그 잠재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There are risks and costs to a program of action.
But they are far less than the long-range risks and
costs of comfortable inaction.”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행동 계획에는 위험과 대가가

하다. 스포츠가 수많은 문화 활동 가운데 양적으로나 적극성에 있어서도 충성도가 높은 소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는 않

비자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John F. Kennedy 존 F. 케네디

12

는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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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의
도전
어디
까지
왔
나
글 강석기(과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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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
어졌다는 얘기들을 한다. 기후
변화를 보면 실제 그런 경향
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한
몫할 것이다. 쾌적한 봄가을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
고 후텁지근해 잠을 설치기 일
쑤인 여름은 아무래도 시간이
느리게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
웬만한 실내공간은 에어컨이
더위를 잊게 해준다. 한편 겨
울 역시 히터가 빵빵해 안에서
는 추운 줄 모른다. 즉 여름과
겨울은 생활 에너지 소비가 크
게 느는 계절이다.

건 좀 심했다(그나마 80% 이상이 폐기물과 바이오연료(주로
목재)를 태워 얻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결
과 현재 전력의 30%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
력은 양날의 검이고 실제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로
원전은 이제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넓어
쉬운 길 위에 미래는 없다

지고 있다. 한편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우리나라
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최근 수년 사이 미세먼지로

수년 전 여름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 수요가 공

사람들이 수명 단축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급 한계에 육박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공기관

이처럼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는 없는

에서 에어컨을 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부랴부랴

상황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다. 먼저 에너지 수요를 확 줄이는

발전소를 지어 한시름 놓았지만 아쉬움은 크다. 다들 석탄화

것이지만 이미 쾌적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력발전소 아니면 LNG화력발전소였기 때문이다.

선택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일한

지구촌 많은 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증가하는 수

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요뿐 아니라 기존 수요까지도 대체하고 있는 마당에 화석연

그동안 경제논리로 이 해결책을 외면해온 우리나라도 최근 신

료의 사실상 전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재생에너지 대열에 뒤늦게 참여해 2030년까지 비중을 20%

의존하는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급한 불은

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꺼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UN이 브라

미 신재생에너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나 우리

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게 1992년인

처럼 이제 막 시작한 나라들은 어떻게 ‘에너지전환(energy

데 25년이 지난 뒤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가 안 된다는

transition)’을 진행했고 또 해나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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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에너지변환은
대부분 혼란스러웠고

중국 역시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이지만 2000년대 들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어느새 풍력과 태양광 모두 용량으로는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설비를 짓다 보

예측할 수 없었다.

니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석탄산업계

그러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국의 한 해 풍력발전량에 해당)를 줄였고 태양력의 10%를 감

변환을 관리할 수 있다.

의 불만도 높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즉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의도적으로 풍력의 15%(영
축했다. 풍력설비는 미국의 두 배에 가깝지만 에너지 생산량
은 오히려 미국에 못 미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린피스는
2016년의 경우 중국 태양광의 50%가 의도적으로 가동을 멈췄

- 벤자민 소바쿨, 영국 서식스대 에너지 정책 연구가

다고 추정했다. 겉으로는 전력선의 불안정 등 인프라 문제 때
문이라지만 석탄업계의 입김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중국 중앙
정부는 간쑤성을 비롯한 6개 성에 신규 풍력발전소를 짓지 못
하도록 명령했다.

1
한 걸음씩 문화로, 생활 속으로
경제논리와 국가 주도로는 한계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전력공급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2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1973년 제1차 오

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35만 명이 거주

일쇼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동의 석유 값이 4배로 뛰어

하는 방글라데시 샌드윕섬(Sandwip Island)은 과거 몇몇 부

오르자 각국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천연가

자들만 자가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어 썼지만 2009년 태양광-

스로 프랑스와 미국, 우리나라는 원자력으로 대안을 삼았지만

디젤 미니그리드(hybrid solar-diesel minigrid) 설비를 지어

북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즉 해가 있을 때는 태양광

고유가와 온실가스(지구온난화), 미세먼지가 화두인 오늘날 이

으로, 없을 때는 디젤(석유)로 전기를 만든다. 방글라데시는

들 나라는 느긋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2020년까지 50곳에 이런 미니그리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이들 나라는 시작부터

한편 신재생에너지라고 무조건 친환경은 아니다. 영국은 10

남달랐다.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라 자각한 사

년 넘게 웨일스의 스완지만(Swansea Bay)에 조력발전소를

람들과 지자체가 주축이 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켰고 그 결

짓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15m에 이르는

과 신재생에너지가 ‘문화’의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에너

이곳에 조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웨일스 가정의 전력 수요량

지전환이라는 용어도 1970년대 독일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독

의 11%를 공급할 수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 건설비와 유지

일어로 Energiewende).

비, 부지선정 등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근 해양생태계와

오늘날 독일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1000여 곳에 이르는데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

풍력과 태양광 패널,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매년 18억 유로(약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2조 3000억 원)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의 비율은 태양광은 3%, 풍력은 10%에 불과하다. 북유럽에서

지난해 짓고 있는 원전을 백지화하려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개인이나 조합에

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도 ‘특유의’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

서 생산해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정부가 사들이게 법으로 보장돼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듯이 다른 나라들을

1

2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가 쨍쨍해 태양광 에너지 공급이

보면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내실을 기하며 변화를 추구하

중국 내몽고 텅거리 사막 43km2 면적에 펼쳐진 태양광발전
소의 용량은 2016년 현재 1547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중
국은 세계 1, 3, 4위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갖고 있을 정도
로 많이 투자했지만 최근 석탄업계를 배려해 고의로 가동률
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 스완지만 조력발전소 조감도. 조수간만의 차가 15m
에 이르는 이곳에 조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웨일스 가정의
전력 수요량의 11%를 공급할 수 있지만 경제성과 생태계
등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공 Tidal Lagoon Swansea Bay Plc.)

크게 늘 경우 정부는 발전소를 중단해서라도 수요에 공급을 맞

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즉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춘다. 즉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법적 뒷받침 마련 등 내실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

확대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가야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문화’로서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

최근 중국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을까.

16

17

THEME WORLD
ECO+

정크아트의 의미

정크아트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예술을 의미한다. 즉 폐타이어부터 버려진 의류, 신발, 플라스

미래 공생을 위한 예술의 도전

정크아트와
‘우리’
글 임인섭

촬영 협조 창녕문화회관 (뚝딱뚝딱 정크아트전)

틱 등 모든 폐기물이 정크아트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정크아트를 과소비 라이프스
타일(혹은 과시형 자본주의)의 당연한 부산물인 쓰레기에 대
한 탈관습적인 예술적 사유로 보기도 한다. 지구 곳곳에 매립
되거나 버려지거나 태워져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들에 대한 곤혹스러운 생각, 간혹 TV에 나오는, 좁은 집 안에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폐기물을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 쓰레기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등이 마디를 이루는 예술적 사유 말이다.
불길하면서도 새로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내다보게도 하는
그런 사유에서 정크아트는 시작된다.
정크아트와 지속 가능한 지구

따라서 김대호의 다음과 같은 정크아트에 관한 진술은 적확하
다. “폐기물로 된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술가 본인
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번거로운 활동일 수 있다. 또 본연
의 자유로운 창작 욕구를 제한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시도들은 단지 신기하고 예쁜 예술에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예술로서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미술이라는 아름다움
을 덧입은 쓰레기들을 볼 때면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자

현재 우리는 (초)미세먼지로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얼마 전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지역

아를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준다. 이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
한 지구를 위한 희망의 시가 되어 무궁한 지혜를 선사해준다.”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에코 디자인으로 불리기도

별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연령 및 특정 사망률을 바탕으로 조사

하고, 쓰레기의 쓸모없음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작품으로서

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로 조기에 사망하는 인구가 한 해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효용성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준

96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무엇을 뜻할까? 이

정크아트. 하지만 정크아트가 정작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차

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뜻한

원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성찰을 준

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
다는 것을 뜻한다. 정크아트(Junk Art)는 그 패러다임의 단초
를 제공하는 예술이다.

송명희

다는 점에 있다. 즉 정크아트는 소비지상주의 라이프스타일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크아트적인 성찰
또는 사유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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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준
이하성

정크아트적인 성찰을 위해서

그럼 정크아트적인 성찰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공생에 관
한 지금 여기의 나에 대한 성찰이다. 정크아트는 흉하고 비
위생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행위다.
이 행위를 은유적으로 통찰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아름답
최

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가 된다. 쓰레기를 아름답게 만드
는 것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만 하는 이기심에 대한 성찰

명

희

을 이끌어낸다. 그 성찰은 내가 나의 편리한 삶을 위해 지구
를 파괴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 이웃과 미래 아이들의 터전
을 망치고 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내가 나를 망치고 있
다는 성찰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하는 것
이다. 즉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가 우리들의 공생, 미래
와의 공생을 위한 이타적이면서 아름다운 행위임을 공감함
으로써 그 실천의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 에세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

김기운

이 한 해 1천여 명에 이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
가 버리는 비닐봉지 때문에,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사
람이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우
리들이 양산한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을 확률
이 높다. 고로 우리에게
정크아트적 사유는 시급
하다. 낭비의 기쁨을 얻

정크아트의 이해

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
는 대가는 무엇인지 돌아

JUNK ART

1

본격적인 정크아트의 출발점이 된 것은 라

는 것. 이미 돌이킬 수 없

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1925~)

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의 컴바인 페인팅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

희망은 늘 가장 큰 절망

전이 끝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서는 특히 기

에서 나오는 법이다. 마

계의 부품 등 현대 문명이 토해낸 산업 폐기물이나 공업 제

치 쓰레기 더미에서 지극

품의 잔해를 소재로 사용하는 작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

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시에 등장했다. 정크아트 작가로는 부서진 자동차 부품을 이
용했던 체임벌린(John Chamberlain,1927~), 쓰레기 금속이

는 정크아트처럼….

나 나무, 타이어 등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수베로(Mark
di Suvero), 파괴된 가옥의 목재와 가구로 거대한 부조 작품
을 제작한 네벨슨(Louis Nevelson,1899~1988), 압축시킨 자
동차를 쌓아 올린 세자르(Cesar Baldaccini,1921 ~), 아르망
Arman(1928~), 파올로치Eduardo Paolozzi(1924~), 팅겔리
(Jean Tinguely,1925~1991), 스탄키비치(Richard Stankiewicz)
등이 있다. 또 캐프로Allan Kaprow(1927~)의 작품과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환경과 해프닝에서는 쓰레기가 중요
한 역할을 했다.

-창녕 정크아트전에 참여한 작가를 중심으로
JUNK ART
TIP

TIP

보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

한국의 정크아트 세계

-<세계미술용어사전>(1999, 월간미술) 중에서
2

우리나라의 정크아트 세계는 작가마다 이채
롭고 다양하며,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송준 작가는 스테인리스 그릇, 숟가락, 젓가
락 등 우리 주변에 흔히 버려지는 식기와 재료들을 활용하여 생명력
을 표현하는데, 그의 작품이 놀라운 것은 차디찬 금속 소재로 생명의
원초성 또는 에너자이틱한 생명력을 예술적으로 환기했다는 데 있다.
이병찬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비닐봉지를 주된 소재로 활용하는데, 작가는 다양한 비닐봉지들로 화
려한 도시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 물질문명의 어두
운 이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기운, 송명희 작가는 나무, 철, 플라
스틱 등 생활폐품을 활용하여 로봇과 동물 등을 형상화하여 순수함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 이하성 작가는 폐기물과 자연의 대상을 결합해 자연과 인간, 공생
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최명희 작가는 사소한 것들을 사소
하지 않은 것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묵
직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최승일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공생에 대해 깊고 넓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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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희망적인 조짐으로 무르익어가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의 분쟁이 해결되면 곧 다시 새로운 분쟁의 파열음이 터져 나오곤 한다는 게 인류역사의 아이러니다. 이
해빙무드에 얼음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어쩌겠는가, 이것이 내가 인류역사를 통찰하며 터득한 하나의 관점
인 것을. 독도분쟁만 해도 그렇다. 사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일본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의해 벌어진 영토분
쟁쯤으로 인식하고들 있다.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수면 위로 솟은 독도만 보지 말고,
수면 아래 잠긴 독도에 집중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다 보면 독도분쟁의 새로운 면모가 제 모습
을 드러낼 것이다.
러시아 국적인 내가 보기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해서 허탈하게 여겨질 정도다. 그럼
에도 왜 일본은 그야말로 목숨까지 내놓을 기세로 독도 영유권을 목 놓아 외쳐대는 걸까? 이 또한 한 번쯤 차
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신들 귓가에 대고 속삭여주고 싶은 심정이다. 러시아인이면서 주제넘은 말참
단편 소설로 보는 도전의 의미

21세기의 문익점을
만나보실까요?

견을 하고 있다고 구시렁대는 저기 저 학생! 이제 곧 내 말에 무릎을 치게 될걸? 오늘 강연 내용 중에, 일본이
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으니까.
좀 전에 백우현 교수께서 소개한 대로, 나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연구소 소장 직을 맡고 있는 블라디
미르 쿠즈네초프 교수다. 나를 한국에 초청해 이 자리에 세운 백 교수의 친구이자 동료이기도 하다. 친애하는
벗 백우현 교수와 나는 한·러 수교가 시작된 1990년 9월 이전부터 학문적 교류를 해왔다. 그때부터 우리 연구
소는 백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연구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1997년 12월 무렵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
여하기로 결정했다.

글 태기수(소설가)

이듬해 열린 학위수여식에 우리 연구소와 손잡고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캐나다와 일본의 연구원들도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하이드레이트가 뭐냐고? 그래,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이 물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겠지.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이제부터라도 그래선 안 된다. 하이드레이트
를 주목하라! 이 자원이 여러분 미래 문명을 견인해갈 주요 에너지원이 될 테니까. 게다가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독도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더 알고 싶은 학생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 동영상
을 활용하기 바라며, 하이드레이트란 차츰 고갈돼가며 환경문제까지 유발해온 석유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미
래에너지 자원이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수여식 뒤에 열린 연회도 얼추 마무리될 때쯤 나는 백 교수를 내 연구실로 모셔왔다. 그를 위해 비밀리에 준
비해둔 특별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이건 선물이라기보다 백 교수에게 던진 하나의 미끼였는지
도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러시아가 파악해온 전 세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기초자료였다. 예상대로 백 교수는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자료들을 훑어나갔다. 그러다 하이드레이트 매장지역을 표시해둔 지도의 한 지점을 뚫
어져라 응시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령 동해바다에도 이 ‘꿈의 자원’이 매장돼 있음을 말해주는 지도였다. 백 교
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동해바다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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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게 진정…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다.

“당장 위원회에 알려서 소장 직 박탈을 요청할 거요. 경우에 따라 경찰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꼼짝 말고 대기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자가 백 교수를 노려보며 위협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연구실 밖 동정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사실 그 자료들은 절대 외부에 유출해
선 안 되는 것들이었다.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위반해버린 셈이었다. 다른 학자들-특히 일본 측
연구원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 연구처럼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에

“당신네 일본은 왜 그 모양인가? 이것이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집착의 진짜 이유인가? 좀 솔직해질 수 없을
까?” 백 교수가 준엄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는 차분하게 움직이며 자료 뭉치를 자기 가방에 넣으려 했다.

참여하다 보면 연구원이라기보다 감시원이나 정보원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사람과 더러 마주치게 된다. 당시
우리 연구팀에도 감시원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연구자가 한 명 있었다. 내가 백 교수를 연구실로 데려올 때도
뒤쪽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거 내려놔. 이 스파이 자식아!” 그자가 백 교수에게 다가서며 외쳤다. 어느새 그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다.
영화도 아닌데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다고 되뇌고 있는 학생 여러분, 가끔은 현실에서도 영화보다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백 교수에게 비밀자료를 건네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연구
해온 그 과제는 한국 연구진이 참여해 독도 해역 탐사가 이뤄져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하이드레이트 매

“좋아. 오늘만큼은 기꺼이 스파이가 돼주지. 쿠즈네초프 교수님, 이 자료는 제가 강탈해 간 걸로 하죠.”

장지역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밴드가 독도지역에서 끊긴 형태였다. 여러 정황상 독
도 해역에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다. 실제 탐사작업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고 끊긴

백 교수가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그자가 총구를 겨누며 포효했다. “거기 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기

밴드를 연결하는 연구가 절실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도 주변 해역은 일본과의 공동어로구역으로

만 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쯤에서 나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총을 꺼내 그자의 가

설정돼 있어 양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 측이 나서서 한국과 공조를 이뤄준다면 충분

슴팍을 겨냥하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스파이 같은데?”

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독도의 보배로운 비밀이 한국에 알려지는 걸 극구 꺼렸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테지.

나와 그자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 백 교수는 내게
뒷일을 부탁한다는 제스처를 날리며 연구실 밖으로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백 교수가 물었다.
“당연한 일 아니겠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
장해온 진짜 이유가 뭐겠소?”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말씀. 이 얘기의 결말이다.
KGB요원을 친구로 둔 탓에, 어쩌다 보니 마지막
장면에 약간의 허구를 가미했음을 고백하면서, 백 교
수 영웅화 작업에 치중한 오늘의 허섭한 강연을 그

“역시 그런 건가….” 백 교수가 충격에 사로잡힌 얼굴로 중

만 마칠까 한다. 일본이 숨겨온 독도의 비밀을 백 교

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온 침입자가 등

수가 세상에 알리면서 한국도 늦게나마 하이드레이

장했다. 내가 연구자 신분을 의심해온 바로 그자였다. 백 교

트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2020년 무렵이면 상용화

수에게 얼른 자료를 치우라고 손짓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가 실현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에는 스파이와
도둑의 수모를 덮어쓰면서까지 하이드레이트 자료를

“이봐요, 쿠즈네초프 소장!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그자가 맹수처럼 으르렁댔다.

무사히 한국으로 가져간 백 교수의 공이 지대하다고
본다. 백우현 교수, 그는 21세기의 문익점이라고 감
히 말하고 싶다.

“어허, 별일 아니니 소란 피우지 마시오.” 내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자는 맹수의 발톱을 곤두세우고 달려들 기세였다.
*이 얘기는 진주 경상대 화학과 백우현 교수의 일화를 픽션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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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가짜 석유 유통,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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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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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제틱!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클린 제주도를 지키는 에이전트 K-Petro
제주도를 책임지는 소수정예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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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tro 뉴스룸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신청사 준공식
2018년도 전국 석유 및 LPG담당 공무원 교육
‘열린혁신·일자리 창출‘ 대국민 공모전
2018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서해안 해수욕장 백사장 중금속 오염 검사 완료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K-Petro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Petro인들이 꿈꾸며
만들어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출발!

ENRICH
더 로드

치열한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한
출정 전야제!!
경영기획팀의 글램핑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이제는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나오는 시대’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제너럴리스트 VS 스페셜리스트’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팀을 보면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한국석유관리원 경영기획팀이다. 제너럴하면서

경험 없이 진정한 전문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의 순환근무제
는 전방위적 업무경험을 토대로 석유관리에 있어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른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원활한 업무적 소통도 가능하다.

스페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로 치열한 매일을 보내는

순환근무로 여러 팀을 경험하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석유관리원에서 경영기획

경영기획팀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글램핑을 떠났다.

팀은 그 자체로 스페셜하다. 한 팀에서의 경험 그 자체로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해

일과 후 펼쳐진 (그릴이) 불타는 금요일 글램핑!
그들만큼이나 제너럴하고 스페셜했던 하루를 소개한다.

내기 때문이다.
경영기획팀의 업무는 제너럴하다. 주요업무 란에 ‘경영 기획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경영 기획 및 분석에 해당하는 업무는 너무나 다양하다. 팀원들은 각각 그 다양한 업
무를 하나씩 전담하는 스페셜리스트다. 김태영 과장은 ‘사업계획 수립’, 서정희 과장은
‘대국회 업무’, 이혜진 대리는 ‘홍보·언론 업무 총괄’, 정가혜 대리는 ‘예산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사원들도 만만찮다. 이슬기 사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서병재 사원은 ‘제규정
관리·운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제너럴한 경영기획팀의 각 업무를 모두가 스페셜리
스트가 되어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 자체
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을 요구한다. 팀원이면서 그들은 모두 스스로가 하나의 팀
그 자체니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김경훈 팀장의 역할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장, 시험실, 사무실 모두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석유관리원의 어느 업무 하나도
결코 쉬운 일이 없지만 경영기획팀은 정말 속성으로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코스 중 하나다.
이렇게 각 팀원이 또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다 보니 팀원들이 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
기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경영기획팀 막내 서병재 사원이 ‘더 로드’ 이벤트를 신청했다.
“석유관리원에 2016년 입사 이후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많은 추억과 기억이 쌓였지만 업무 외적으로 팀원들과 함께한
기억이 적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억뿐만 아니라 상반기 업무를 정리하며 하반기 치열한 국정감사 대비와 예산 협의 등
산적한 업무를 헤쳐나가기 위한 경영기획팀원들의 파이팅 넘치는 하반기 출정 전야제가
필요하다는 서병재 사원의 읍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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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콘셉트 아닐까?
많은 추억과
기억이 쌓였지만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용인 글램핑장에 팀원 모두가 모인 시
간이 7시 무렵. 하지가 가까워지며 이제 해가 길어져 여전히
하늘에 햇빛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다. 설레고 기대감에 넘
치는 표정들도 숨김없이 훤하게 드러난다.

업무 외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한
기억이 적어서

모두 오늘의 드레스코드인 티셔츠에 청바지로 갈아입는다.
팀원의 연령대에 따라 같은 드레스코드인데 해석들이 색다
르다.
캠핑이든 글램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파이어’, 파이
팅 넘치는 출정식을 위해선 우선 파이팅 넘치게 불부터 지펴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한다. 솔선수범해서 불을 붙이는 김경훈 팀장, 하지만 잘
붙지는 않는다. “평소에 안 해보신 티가 너무 나는데요?” 이
혜진 대리가 핀잔 아닌 핀잔을 준다. 하지만 원래 리더는 잘
하는 것보다 앞장서는 게 더 중요한 법! 사실 경영기획팀에
숨겨진 캠핑 전문가가 있으니 바로 이혜진 대리다. 평소 가
족들과 캠핑을 자주 다닌다는 이혜진 대리의 조언으로 팀장
의 솔선수범이 빛을 발해, 불이 피어오르고 드디어 바비큐

글램핑, 불 그리고 고기 - 고기는 항상 옳다
이벤트를 통해 팀원들과 친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막내지만 맏이(?) 같은 서병재 사원 덕분에
경영기획팀은 용인으로 글램핑을 떠나게 됐다.
글램핑은 화려하다는 뜻을 가진 외국어 ‘글래머러스
(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혼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서 음식, 가구, 조리기구, 텐트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미
리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글램
핑의 장점은 캠핑의 맛을 보면서도 캠핑의 약점인 몸을 움직
여 이것저것 해야 하는 고단함이 없다는 것, 거주와 수면의
불편도 거의 없다. 값비싼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
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흔히 ‘장비병’이라고 부르듯 좋
은 브랜드로 장비 종류별로 갖추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는 게 캠핑이다. 값싼 장비라고 해도 이 장비들
을 집 안에 둘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또 문제. 충분한 품질
의 장비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글램핑은 캠핑을 자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경제
적이다.
글래머러스한 캠핑, 서로 다른 요소라 생각했던 게 하나로
합쳐져 시너지를 이루니 제너럴하고 스페셜한 그들에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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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의 서막도 오른다.
“오늘은 일 얘기하기 없기다. 오늘 매거진에 실릴 사진도 찍
는데 일 얘기나 하고 있으면 사진 잘 나오겠나.” 김태영 과
장과 서정희 과장이 못을 박는다. “과장님들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원들의 반박에 큰 웃음이 터진다. “일할 때
확실하게 하고 오늘은 우리 팀 확실하게 기분 좋은 추억 하
나 만들어 가자!”
고기가 익어가고, 그 노릇노릇함만큼 분위기도 익어간다.
한바탕 ‘먹방’이 벌어진다.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전달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다. 바비큐 하나를 위해서라도 당장
캠핑 떠날 채비를 하게 만들 만큼 정말 강력한 먹방이었는
데 말이다.

놀 줄 아는 그들, 하반기도 화끈하게
“자, 밤은 길고 고기는 많습니다. 잠시 보드 게임으로 쉬어 갑
시다.”
쉬어 가자는 말이 무색하게 모두들 보드 게임으로 불타오른
다. 테트리스 보드 게임 한 번에 온갖 전략이 다 동원된다. 이
게임을 이렇게 신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본
적이 없다. 이기기 위해 치열한 수를 짜내면서도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무엇을 해도 열정적인 그들이다. 노는 것을 보면 일하는 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 팀 확실히 일도 잘할 것 같다.
폭풍 같던 보드 게임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고기가 구워지길 기
다리며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다. 캠핑에 잔뼈가 굵은 이혜진
대리가 이 타이밍에 얼큰한 해물어묵탕을 끓인다. 탕이 보글
보글 끓을 무렵 이야기도 다시 끓어오르고 고기도 지글지글
익어간다.
그동안 업무로 바빠 자주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도로와 떨어진 캠핑장을
고르세요.
캠핑장 주변에 아스팔트나 콘크
리트 면적이 많으면 복사열 때문
에 주변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
니다.

캠핑상식!

지대가 높을수록 시원합니다.
해발 400~500m 차이가 나면 5
도 이상 온도차가 납니다. 또 산
골짜기에 있는 캠핑장은 산그늘
과 계곡풍이 시원함을 더합니다.
하지만 캠핑장이 아닌 일반 자연
에서 캠핑을 한다면 계곡은 피하
세요! 비가 오면 위험합니다.

등록된 캠핑장인지 확인하세요.
마음은 오지에서 모험을 하고 싶
을 수도 있지만 안전시설과 전
기, 식수대, 샤워장이 확보된 등
록된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
습니다.

자동차 안을 잘 살펴주세요.
캠핑을 하는 동안 타고 간 차에
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가게 됩
니다. 차량 안에 인화성 물질(라
이터, 부탄가스 등)을 놓고 내리
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름철
에는 폭발 위험이 큽니다.

모기약 화제에 주의하세요.
뿌리는 모기약에는 분사를 위해
LPG가 들어 있습니다. 불 옆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
요. 캠핑장에는 캠프파이어, 바비
큐그릴 그리고 모기향까지, 생각
보다 많은 곳에 불이 있습니다.

이번 글램핑으로 한 방에 날린 경영기획팀, 파이팅 넘치는 출
정식을 오늘 가졌으니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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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야기

무상으로 기증하고 또 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 점검 서비스까
지 하는 점이 독특한 점일 거예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네 대를 매주 한두 번씩 이곳으로 가져와서 주유하고 가요.”
강원본부의 직원들은 복지관 봉사활동에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론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영호 사원의 열의에 가득
찬 눈빛을 보면, 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연료 샘플을 떠 오면 이게 정상인지

강원본부의 통 큰 나눔

여부를 판별하는 곳이 관리원이고 정상으로 판별된 기름만
복지관에 기증합니다. 어디서 받는 것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사랑 한방울,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시행하면서부터는 비용을 절감
하게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되
어 효율성이 좋아졌다네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것보다

배달왔어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유류비가 천정부지 솟는 시대에 이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
꽤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데다 관리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
고 그 안정성이 보장된 기름만 제공한다니. 횡성군장애인종
합복지관은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
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관리원 직원들의 입장에
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 그는 “사실 규격화된 용기에 떠 온
것을 다시 담아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따뜻한 밥 한 끼만큼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 나눔에는
누구 못지않은 열정 가득한 곳,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시락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배달을 통한 소통과 공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더 많아졌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죠.”라고 말을 이으며 적은

횡성 안에서도 번화가를 지나 논과 밭이 가득한 작은 길을

우려마저 씻어냈다.

따라 들어가면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조용하게 자리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이, 터줏대감과 같은 분위기를 풍

는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다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기름까지 지원해준다니, 궁금

잡고 있다. 며칠 만에 햇살이 더 뜨거워졌지만, 도시락 배달

기며 김용호 팀장이 다가와 도시락 배달과 유류 지원에 대한

증이 더욱 커졌다. 미세먼지도 없이 맑개 갠 6월의 어느 날, 횡성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의미를 갈무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에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모습을 담으러 부리나케 달려갔다.

전영호 사원의 미소에 평화가 감돌았다.

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입니다. 앞

“올해 3월에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봉사 프로그램에는 도시

으로도 횡성군과 함께 석유관리원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재능

락 배달과 김장 나눔, 연탄 배달 등이 있어요. 전 직원이 모

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나

두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장

갈 계획이에요.” 그는 무엇보다 사회공헌에 대한 의미는 직

점을 살려 시험 후 남은 시료(연료)를 복지관 업무용 차량에

접 참여에 있다며 말을 이었다. “배달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

글 이은진 사진 조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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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보람차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저소득, 조손가정, 한 부모 등을 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저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특히나 배달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을 고려해 직원들이 픽업해주는 등 생

유는 대부분 대상자들이 이곳까지 거동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활 속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김용호 팀장은 강원본부에서 일하며 자연의 여유를 닮아가

거예요.”

는 사람 같았다. 해맑게 너털웃음을 짓더니 강원본부 들어

멋쩍은 표정으로 어색해하기도 잠시, 도시락 사업뿐 아니라

오는 길목에 위치한 밭에서 고구마를 캘 때 꼭 다시 오시라

복지관에 대한 애정이 그에게서 파도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

는 말을 던졌다.

했다. “이 외에도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이나 근처에 거주하시

“처음보다 길이
익숙해지면서
내비를 치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서
수월해지고 있어요.”
전영호 사원

는 분들을 위해서는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그 외에도 이·미
“따끈따끈한 밥 드시게 하려면 서둘러야 해요!”

용 서비스나 생신상 지원, 보조기구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갓 지은 밥과 반찬

어요. 이곳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으로 만든 도시락을 나르는 이가 있다. 복지관에 경영뿐 아니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라 도시락 지원사업에도 두 발 벗고 지원하는 허만용 과장이

‘이동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부분을 석

다. 그는 정오가 되기 전에 어르신들께 맛있는 밥을 드려야 한

유관리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며 복지관 들어서는 길목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다. 짙은 붉
은색과 줄무늬가 어우러진 사각의 제법 큼직한 도시락통을 쌓

혈액과 같은 나눔

아두고 한숨을 돌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2009년도 10월에 본

정오가 가까워진 횡성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복지관의

격적으로 시행했다는 반찬 사업.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를 구하

열정으로 뜨겁게 데워졌다. 오늘의 봉사자로 나선 이경민 사

는 게 어려워, 거의 모든 일을 직원들이 직접 했다고 한다.

원, 한봉구 사원, 전영호 사원이 양손 가득 도시락을 들고 길을

“진행하고 있는 반찬 지원사업은 ‘재가(在家) 장애인’ 50명을

나섰다. 작은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베테랑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

배달꾼들 같다. 한결같이 안부 인사를 잊지 않는 그들에게, 어

이 반찬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조리까지 도와주고 계십니

르신의 웃음과 감사하다는 인사가 더없이 만족을 준다.

“처음에는 바쁜데
나가서 한다는 게 좀 힘들게
느껴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감사하게 도시락 받아주시고
기뻐해주시니까
보람이 느껴져요.”

“소외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뵈니까
고향의 어르신들이 생각나곤
했어요. 자주 가다 보니
이제 얼굴을 익히고 안부를
서로 물을 정도가 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

이경민 사원

한봉구 사원

김범상 할아버지(80세)
지체장애 3급

이충성 할아버지(83세)
국가유공자

한성실(가명) 씨(53세) 장애2급

두 개밖에 없는 치아를 드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부모를 모시고 주차요원으로 일하면서 씩씩하

러내며 환하게 웃으며 반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시각

게 사신다.

겨주신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를 연발하신다.

서 삶이 적적해졌다고 한다.

최근 시력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80대 노

조용해(가명) 할머니(74세) 지체장애 3급
칠이 다 벗겨진 30년 된 좁은 아파트에 들어
서면 할머니가 발게 인사하며 반겨주신다. 손
가락과 발에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변형이 와서

36

안심해 할머니(60세)
기초수급자

박행운 씨(58세)
자활근로자

펴지를 못한다.

“도시락 한 번 오면 사흘은

얼마 전 뇌졸중이 온 부인을 간호

진효자(가명) 할아버지(62세) 지적장애3급

먹어.”라며 콧노래를

하며 국가에서 주는 일을 열심히

지적장애 부부면서 90살이 된 노모를 모시고

흥얼거리신다.

하며 생활하신다. “빵과 우유로

있다. 일용직으로 노동하다 허리를 다쳐 일하

끼니를 때웠는데, 따뜻한 밥이 와

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올봄에 뇌졸중과 치

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가 같이 온 노모를 매일 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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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1팀
오우영 과장과 이건택 사원
의 관계는 특별하다. 과장과

차이는 ‘벽’이 아닌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공
간

신입사원, 나이 차이도 제법
있지만 본부 내에서 서로 단
짝으로 통한다. 보통 직장에
서 이렇게 직급과 나이가 차

차이를 인정하면 보이는 것들

이가 나면 수직적으로 업무
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소
통의 단절은 많은 문제를 불
러오고 대부분의 조직은 이
런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그런데 어쩌
면 오우영 과장과 이건택 사
원은 그 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건택입니다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입이죠, 서툴어
요.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함
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 했습니

은 시간이 해결해 주죠. 모두 스스로 성장

다. 전쟁터라면 이미 베테랑일 텐데. 하지

할 능력들을 갖춘 인재들이니까 이 자리에

만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지 않죠. 경쟁해

있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바

서 이겨 어렵사리 인턴직원이 되고, 그 경

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할 일이 많은

쟁에서도 살아남아 정규직 사원이 됐습니

데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죠. 효율 때문에

다. 대학생활도 학점과 스펙 경쟁으로 치

아무래도 조직에서 상사는 소통 대신 지시

열하게 보냈죠. 수많은 경쟁을 치르고 이

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의미들

자리에 왔지만, 오자마자 알게 됩니다. ‘아,

도 쉽게 왜곡돼요. ‘노하우’ 전수는 자신만

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아직도 배

이 옳다는 고집으로 비치고, 빨리 익숙해

울 게 너무나 많은 ‘신입사원’입니다.

질 수 있도록 ‘경험’을 얘기하면 변화를 모

BC 1700년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는 ‘요즘

르는 ‘꼰대’가 되기 십상이죠.

취재 이건택 사원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없다’라는 내용의 글

사실 시간은 신입사원들만의 문제는 아닙

정리 정용환

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고전 <일

니다. 옛날이라면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났을

사진 조일권

리아드>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

변화들이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는 말이 쉬지 않고 나온데요. 심지어 소크

‘나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변화

라테스조차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는 말을

들을 이미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입사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대불문 존

원들을 보면, 전 확실히 느리죠. 확실히 그

재해왔던 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

들만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속 발전해온 걸 보면 사실 이러쿵저러쿵하

래서 서로 소통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면서도 결국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왔다는

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것 아닐까요? ‘멘토링’이란 게 그런 것 아닐

나이와 직급의 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까 합니다. 지시가 아닌 소통, 서로의 목소

차이만큼 서로 배우며 시너지를 일으킬만

리에 귀 기울이는 거요. 하지만 직장에서

한 것도 많다는 의미 아닐까요? 차이는 ‘벽’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런

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이는 서로 채우

멘토링을 언제나 젊은 친구들은 바라왔겠

며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 아닐까요? 이

죠. 저에게 오우영 과장님은 그런 멘토링

건택 사원과는 같이 그 공간을 채워가는

을 해주신 분입니다.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1팀
오우영 과장 & 이건택 사원

38

2년차 여전히 신입사원, 90년 말띠

띠 동갑 과장, 78년 말띠 오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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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로 좀 더 편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볼

이건택 사원 : 아, 기억나죠. 과장님과 가

오우영 사원 : 네, 혼자 싸매고 고민하는

까요?

까워지는 데는 잠복근무가 열... 아니 큰

것만 열정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택 사원 : 제가 2016년 9월에 대전세

일 했죠.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열정이죠. 물

종충남본부로 발령받아 과장님과 같이 근

오우영 과장 : 열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보고 예전 서류들도 계속 복기해서 보고

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뵀을 때 참 일

저 알아듣습니다.(웃음) 그때 옆에 대추나

업무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어느 샌가 자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무가 있어서 대추를 몇 개 따먹었잖아요.

신도 모르게 과장이란 직급까지 올라와있

히 일을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처리

먹을 땐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었는데

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하는 방식이 아주 깔끔했거든요. 좋은 의

다음날 아침에 다시 먹어보니까 약을 안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미에서(웃음) 눈치도 빠르셔서 필요한 것

서 그런지 대추마다 벌레가 한 마리씩 들

이건택 사원 : 검사업무를 하다 보니 특히

어 있더라고요. 다 안 딴 이유가 있었죠.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선배와 후배의 호흡이

그때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을 때 기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배가 위에서 잘 이

이 이랬겠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끌어주고 후배는 뒤에서 잘 밀어주고.

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는데 그 기억

오우영 과장 : 건택 씨 말대로 호흡이 너무

에 건택 씨도 같이 있었네요.

중요한 업무가 검사업무입니다.

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업무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
겠지만 신입사원의 눈에는 ‘내가 앞으로 배
워야 할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시는구나.’하
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우영 과장 : 과찬의 말입니다. 저를 너무

혼자 싸매고 고민하는 것만
열정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열정이죠.

이건택 사원 :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업무

이건택 사원 : 제가 요즘 자연스레 생각

좋게 봐줬네요. 늘 같이 일하고 대화하긴

물어보고 예전 서류들도

를 하다 보면 과장님의 리더십이 눈에 띄

나는 건 과장님께서 검사업무를 알려주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멍석을 깔고 ‘한 번 대

계속 복기해서 보고 업무에 대해

는 날이 많습니다. 리더십이란 게 배워서

때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해주셨잖아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결이

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있나요?

오우영 과장 : 내가 리더십이 뛰어난지는

오우영 과장 : 항상 업무를 할 때는 우선순

모르겠지만(웃음) 아무래도 관리원에 기

위를 두고 업무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

술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직 업무도 해보고

아요. 일처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정작 중

화해봅시다.’하는 자리는 처음이죠? 평소
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말을 자유롭
게 하는 그냥 편한 자리였으면 합니다. 앞
에 이미 우리 서로 닭살 돋는 멘트들 했으
니까.(웃음)
이건택 사원 : 그럼 먼저, 저희가 매일 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샌가 자신도 모르게
과장이란 직급까지 올라와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본사 리모델링 총괄업무도 해보고 남들

요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낭패를

굴 맞대고 일하는 직장, 과장님이 생각하

이 접해보지 못한 업무를 다양하게 접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시는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본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일

이건택 사원 :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

오우영 과장 : 요즘 다른 본부 사람들이 우

에 전문가가 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분이

리본부를 대세본부라고들 이야기 하는데

알고 있으면 업무적으로 소통하기 수월하

라서 앞으로도 닮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이름만 대세본부가 아닌 모든 분야

죠.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통 능력은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에서 대세가 되기 위해 본부직원 모두가

중요하니까.

오우영 과장 :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신

함께 노력하는 본부 인 것 같아요.

이건택 사원 : 사실 요즘 업무를 하다가 막

입사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회사가 요구

이건택 사원 : 지금까지 업무 중에서 가장

히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과장님은 그럴

하는 건 멋진 성과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건택 씨도 지금 너

주세요.

오우영 과장 ; 제가 건택 씨처럼 신입사원

무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오우영 과장 : 지역적인 특색인지는 모르

일 때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하지만 신입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바라는 인재가 자연히

겠지만 우리 관내지역에서는 새벽시간대

사원은 역시 열정! 아 이런 ‘열정 같은 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택 씨가 필

에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리’하면 요즘 안 되나요?(웃음)

요할 때 조언을 해주겠지만 ‘나, 오우영처럼

서 밤샘 출장이 잦은 편이잖아요. 작년 여

이건택 사원 : 아닙니다.(웃음) 어떤 의미

말고 너, 이건택답게 하라는 말’을 해주고

름쯤에 건택 씨와 출장을 나가 한밤중에

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산에서 잠복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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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행복누림 서비스

가짜석유,
절대 현혹되지
마소.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강과 산이 만드는 유려한 곡선, 그 사이 계곡을

동서남북 이어지는 석유관리의 체크포인트

따라 달리는 길. 전라남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섬진강과 수많은 산이 휘돌아 나가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

있는 곡성은 섬진강과 기차마을로도 유명하다.

경, 시간에 쫓겨 주마등처럼 지나치기는 너무 아깝다. 천천히

예전에는 교통이 좋지 않아 이곳을 지날 때면

그 길을 따라 달려보면 곡성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산과

곡소리가 난다고 곡성이라 불렸다는데, 지금은
편리한 철도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호남고

강이 길로 내어준 골짜기, 그 흐름의 하나가 되는 곡성의 길은
그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여유가 흐르는 곡성의 길이지만 또 많은 차가 가장 바

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며 전라남

삐 지나는 곳이다. 곡성은 영남에서 광주로 동서를 이으면서

도 각 군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의 요지다.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남북을 잇는 운송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
이다. 그 바쁜 길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곡성기차마을

글 정용환 사진 조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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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품질점검 서비스 결과 가짜석유로 드러나는 경우는 요즘 거

진경록 팀장도 한마디 거든다. “석유관리원 일은 현장에서의

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믿고 이용하셔도 된다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능력을 현

거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현장에서 석유관리원이 노력해야 한

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노력이 주유소와 석유관

국민들의 궁금증,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리원이 함께 구축한 신뢰의 밑바탕이라고 진경록 팀장과 조성

목적이지만, 동시에 인턴직원들에게 석유관리원의 정체성도

모 과장은 함께 힘주어 말했다.

심어주고 가짜석유를 찾아낼 수 있는 현장 감각을 기르는 훌

하지만 일선 주유소가 투명해진 만큼 가짜석유 유통이 예전보

륭한 교육의 장이라는 게 진경록 팀장의 설명이다.

다 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변했다고 진경록 팀장은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능적으로 변
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짜석유를 추적하려면 석유관리원

휴게소는 우리나라 차량연료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신입이여 ‘프로파일러’가 되어라

체크포인트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호남본부는 이

교통의 요충지답게 이날도 전국에서 수많은 차량이 곡성기차

곳에서 정례적으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마을주유소에 들렀다. 김해를 출발해 광주로 향하는 캠핑카

이번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는 호남본부에 배속된 신입

한 무리가 들어서며 일상에서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하기도

김희진 인턴과 이건희 인턴직원도 함께했다. 근무한 지 한 달

했는데 석유관리원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남짓, 아직은 이런 현장근무가 낯설 것 같았지만 두 사람 모두

휴게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홍보가 톡톡히 됐으리라. 여수,

그렇지 않다고 했다.

순천, 광양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을 오가는 많은 화물차도 서

“입사 전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렇게 ‘열일’ 하는 기관인지

비스를 신청했다. 개중에는 무뚝뚝한 운전자들도 있지만 호남

미처 몰랐죠. 아직 한 달 정도지만 선배님들과 계속 현장을

지역본부 직원들의 미소는 늘 ‘정품·정량’이다. 서비스 말미

돌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요령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든든

에는 모두 직원들과 밝은 인사를 하며 떠나갔다.

직원은 때로는 ‘프로파일러’가 되어야하죠. 유심히 관찰하고
가짜석유가 남기는 흔적들을 찾는 능력을 현장에서 길러야 합
니다.”
그러면서 막간을 이용해 가짜석유 추적의 노하우가 담긴 본
인의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저거 적어야 되는데….” 돈 주
고도 배울 수 없는 베테랑의 실전 프로파일링 비기에 두 인
턴직원의 눈이 반짝인다. 웃으며 국민들과 소통하며 진지하
게 국민 안전의 첨병 역할을 해내는 선배들이 있으니 두 사
람도 한국석유관리원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지 않을까?

43

ENRICH
1리터의 가치

어찌 보면 희한한 주소다. 대구
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북로87
453-1 현풍농협주유소. 동대구
역에서도 30km가 넘게 달려야

다양한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주유소
현풍농협주유소는 주변 풍경이 남다르다. 앞에는 얼마 전에 들어선 것 같은
깔끔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유소 뒤로 흐르는 현풍천 너머에는 나지막
한 집들과 논밭이 펼쳐져 있다. 이 낯선 대비가 어쩐지 재밌다. 현풍농협주유
소의 주요 고객도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주변 농민이다.
서로 다른 두 풍경의 교차점에 현풍농협주유소가 있고 이곳에서 서로 다른 두
고객이 하나로 모인다. 승용차와 농기계가 함께 이용하는 주유소다. 두 고객
들을 모두 만족시킨 덕분에 현풍농협주유소는 이 근방 농협 주유소 중 매출

나오는 대구 끝자락 달성군 현풍

톱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5위권 안에 드는 매출이다.

면, 논과 밭이 펼쳐져 있을 것 같

단지 주민들의 단골 주유소로 자리매김했다. 주민들은 현풍농협주유소에서

은 한적한 시골길. 그런데 거리

이지를 확인하고 집을 나선다.

설립 4년 차, 그동안 꾸준히 저렴하고 품질 좋은 기름을 공급한 덕에 아파트
꼭 주유를 하는 습관이 들었다. 현풍농협주유소에서 주유할 요량으로 연료 게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현풍농협주유소는 근처 논밭을 일구는 농기계들의

주소는 테크노북로다. 이곳을 찾

배를 든든히 채워주며 농민들의 신뢰도 얻고 있다. “농민들을 위해 이곳의 등
유는 최저가 면세유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가는 내내 궁금증이 앞선다. 대

곽병근 소장은 양쪽에서 받는 신뢰를 자부심으로 여기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년 전 현풍농협주유소로 부임한 곽 소장은 농협주유소는 조합원, 농민

체 이 주유소는 어떤 곳에 자리

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원칙으로 갖고 있었다.

잡고 있는 것일까?
신뢰, 눈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
“농협의 이름을 걸고 있는 주유소인 만큼 단순히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신뢰, 이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주어야 할 것도 신
뢰, 고객에게 얻어야 할 것도 신뢰라는 게 곽 소장의 운영 원칙이다.
그렇기에 그는 2년 전 현풍농협주유소로 오자마자 그 신뢰를 구축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한다. 안정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었다. “가격에 대한 신뢰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죠. 가격은 늘 노
력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들
도 생기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양보할 수 없는 것, 언제나 최우선으로 고민해

믿을 수 있는
내 이웃 같은 주유소

야 할 것은 ‘정품, 정량’의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품, 정량의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의 고민
은 그런 신뢰가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면
물론 신뢰는 자연히 쌓이는 것이겠지만, 오늘 처음 현풍농협주
유소를 찾은 사람도 ‘아, 이곳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느낄 수 있을 그런 신뢰가 필요
했다. 진심도 표현하지 않으
면 알 수 없다. 고객 입장에

현 풍 농 협 주 유 소

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쉬운 지표가 있다면 좋을
테니 말이다.

글 정용환 사진 조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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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프로그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수시점검을 나온 모습이
곽 소장의 눈에 들어왔다.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고객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뢰
를 줄 수 있겠구나.”
혹시나 해서 찾아보던 곽 소장은 석유관리원의 ‘품질인증프로그램’을 발견
했다.
“딱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식별제 제거, 점점 지능화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
첨단장비로 잡아낸다!

지역농협을 설득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협약비용이 최대 관건이었다.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신뢰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석유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휘발유에 용제 등을 혼합하는 가짜휘발유, 경유

를 약속할 수 있다면 협약비용 정도는 초기투자비용이죠. 그나마 이것도 정부

와 등유 등을 혼합하는 가짜경유다. 한국석유관리원이 2011년부터 용제불법유통을 차단하면서 가짜휘발유

지원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었습니다.”

주원료인 용제를 구하기 어려워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수급이 용이한 등유와 경유

그에게 품질인증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연간 20회 이상 품질검

를 혼합하는 가짜경유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 단순 등유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등유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

사뿐만 아니라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품질관리 멘토링 같은 확실한 관리도
받는다. 인증마크 홍보물도 지원 받고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와 오피넷에

여 등유에 혼합해둔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는 지능적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협약업소로 등재된다. 공급받은 석유에 문제가 있었을 시 소비자 피해구제도
지원해주니 주유소 입장에서 이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신뢰를 구축할 방
법은 없는 셈이었다.
곽병근 소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설득한 노력 끝에 현풍농협주유소는 석유관
리원 품질인증주유소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 사실 현풍농협주유소는 개소 때
부터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비상 누출 시 신속한 확인과 확산까지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환경부 지정 클린주유소 인증을 얻은 모범 주
유소다. 여기에 품질인증주유소라는 날개를 단 셈이었다. 곽 소장의 판단은
정확했다. 주유소의 매출은 2년간 20%씩 꾸준히 상승했다. 농협주유소로서
고객들의 유류비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 인근 주유소보다 싸게 공급했음에도

주유기 내부 사진

주유소 내 식별제 제거장치 제작

식별제 제거장치 내부

주유소 내에 사용된 식별제 제거 물질

얻은 성과다. 이 매출이 바로 고객들의 신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1월 경기도 고양시 인근 주유소에 식별제 제거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소를 확인
하였다. 보통 식별제 제거 등유는 식별제 제거를 위한 제조장(공터)에서 제조하여 주유소로 공
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장 확인을 위해 동향 파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주유소
믿을 수 있는 삼각관계
이날 품질검사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이상목 인턴직원이
참여했다. “드라마 ‘미생’을 보면서 내 직장생활의 모습은 어떨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로망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선배님들
이 드라마로 느낀 두려움이 무색할 정도로 잘 챙겨주시네요.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선배님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근 인턴직원을 채용했기에 이번 호 취재에서는 곳곳에서 인턴직원
들을 마주치게 된다. 연수 첫날 첫 대면 이후로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이뤄지는 확실한 실무교육, 인턴사원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현장 경
험들은 주유소와 석유관리원이 신뢰관계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테
다. 모처럼(?) 보는 젊은 석유관리원 직원의 빠릿빠릿한 모습에 곽 소
장 표정도 흐뭇하다. 관리원과 주유소의 이런 신뢰가 주유소와 고객의

에 출입하는 탱크로리는 인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정상적인 경유만을 배달하였다. 특이사항
없이도 식별제 제거 등유 혼합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첨단검사장비를 이
용하여 해당 주유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면주유기(주유소 구석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주
유기)를 이용한 유류 이관 장면이 확인되었고 주유소 주변에 검은색(식별제 제거를 위한 물질)
의 물체가 보여 주유소 내부에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기관과의 협
의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식별제 제거를 위해 이면주유기 내부에 식별제 제거장치를 설치하였고 식별제 제
거를 통해 제조된 등유를 경유탱크로 이관하여 제조하였고 주유소 주변에는 식별제 제거에
사용된 물질이 널려있었다.
이처럼 과거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장, 주유소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단순 점조직 형태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로 이어지는 것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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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COSTA RICA
GHANA
MONGOLIA
PERU
TANZANIA
TIMOR-LESTE

자원부국에서 배워가는
한국형 석유품질관리 노하우
석유관리원,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유 품질관리교육
한국형 선진 석유품질관리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도모

UZBEKISTAN
VIETNAM

R

O

Practical
Training for
Petroleum
Quality
Management
System
한국형 선진 석유품질관리시스템을 배우다

의 석유품질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참가국들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연료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했기에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자국민의 안전보장과 배출가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필요

그들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석유관리원도 한국의 석유산

로 하는 개발도상국으로 ‘한국형 선진 석유품질관리시스템

업 관련 정책, 가짜석유 근절제도 등 국내 석유품질관리 분

(Petroleum Quality Management System)’ 실무교육을 통해

야 정책을 소개하는 등 첫날부터 기관의 경험을 공유할 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있도록 진정성 있는 강의를 준비했고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번 교육을 ▲석유제품 생산·품

을 얻었다.

질 기초교육 ▲석유품질관리 실무교육 ▲지속가능 개발 목표

둘째 날인 15일에는 참여 국가들의 에너지정책과 석유산업

(SDGs) 달성을 위한 에너지 특별교육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

현황, 석유품질유통체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

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국의 석유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어 16일부터는 에너지 관련 한국의 민간기업들도 참여해 교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였다.

교육 진행은 한국석유관리원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석

2주차와 3주차에는 직접 주유소에 나가 시료를 채취하고 정

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공분야와 대한

량검사를 하는 등 매우 실무적인 현장학습이 이뤄졌다. 현장

송유관공사, 대한LPG협회, SK이노베이션, 한화토탈 등 민간

학습과 동시에 석유제품의 분류, 품질기준 등에 대한 기본지

분야, 서울대학교 등 학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식은 물론 시험분석과 시험실 설계기술 등과 같은 전문지식

된 강사진이 맡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도 병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석유품질관리 시설과
석유관리원의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국가적 정보관리망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높아
5월 10일 한국에 입국한 9개국 교육생 15명은 한국의 전통문
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 동안 가나,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등 9개 개발

고 5월 14일부터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

도상국가의 석유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석유품질관리시스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석유관

램을 이수했다.

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자원부국 개발도
상국가의 석유공무원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형 석유품질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48

한국석유관리원의 기관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글 정용환

시작한 첫 강의부터 교육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모두 자국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이뤄졌다.
5월 30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진 교육생들은 모
두 석유관리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귀국 후 실현 가능
한 액션플랜을 작성하는 워크숍과 멘토링에 대해서 큰 만족
감을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행군 중에도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데 대해서
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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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기소개
Q2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며 귀국 후 어떤 것들을 도입 적용할 생각인가요?
Q3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경험한 한국 문화 중 흥미로웠던 것, 추억이 될 만한 에피소드는 있었나요?

 롬비아 에너지부 차관 고문으로서 석유 관련 홍보, 탐사, 생산, 송유관, 정유소, 석유품
Q1 콜
질과 유통 체인, 가격 구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etro가 일하는 방식, 예를 들면 검사 횟수, 가짜석유를 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여러
Q2 K
가지 기자재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주유소 내 석유의 정품·정량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지만 나머지 유통
망에 대해서는 PQMS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콜롬비아에서 K-Petro 같은 전문기관을 창
설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싶습니다. K-Petro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Julio
Cesar
Vaca
Forero

 은 추억들 중 부산에서 맞은 석가탄신일 연등축제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콜롬비아는
Q3 많
인구의 80~90%가 가톨릭 신자여서 이런 행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다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DMZ 방문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큰

 티모르의 국립석유광물청에서 유통 관리와 허가에 대한 행정업무를
Q1 동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석유품질 조사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유제품, 정유시설 인프라, 석유제품 시험 및 분석, 수급정보 시스템,
Q2 석
LPG 품질검사 기술 등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얻었습니다. 우수한 검사 장비와 석유 수급정보 시스템에 대
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도
Q3 다
와주려고 애쓰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

Sandra
Fatima
Lay
Ribeiro

들 모두가 제 소중한 추억입니다. 전, 김치, 불고기 등 맛있는 한국음
식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Sarangerel
Purevsuren

 골 광산중공업부 연료정책부서 수석으로, 석유제품 정책을 담당하
Q1 몽
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정유기술 엔지니어입니다.
 -Petro는 전문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강의는
Q2 K
훌륭했고, 현장 검사 및 품질 시험에서 매우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했습

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경험을 친절하게 공유해줬고, 궁금했던 내용
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강의자료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소비자신고제도와 수급보고시스템에 대한 벤치마

James
Shangari
Sanawa

 자니아 국영 석유회사인 TDPC의 자회사 TANOIL에서 상무로 일하
Q1 탄
고 있습니다.
 국의 품질 검사 시스템은 훌륭했습니다. K-Petro의 연구 개발 시설
Q2 한
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탄자니아의 관련 연구소들에 적용하고자 합니

다. 소비자 보호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전국 곳곳에서 정보를 수집
하는 시스템은 세련되고 정교했습니다. 탄자니아의 K-Petro라고 할

킹을 한다면 몽골의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

수 있는 EWURA가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습니다.

협력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각자 모국의 경험을 공

 세계 9개 나라에서 15명의 석유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Q3 전
중 몽골은 한국과 가까운 편이라 한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는 편

유해준 것도 유용했습니다.

입니다. 그런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0년 전 한국은 제3세계에 속한 국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
Q3 5
들을 보면서 무엇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들의 언제나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반

체류하는 동안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접대를 해주었고 교육 프로

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램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한국 정부, K-Petro, KOICA 그리고 한
국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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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제틱! 우리는 스페셜리스

2010년, 제주도는 충격에

가장 추웠던, 그러나 가장 뜨거웠던 겨울

휩싸인다. 청정구역으로만

2010년 가짜석유의 침공으로 클린 적신호가 켜진 제주도를 지켜내고자, 한국석유관리원은 그해

생각했던 이곳에서 다수의

12월 말 2010년 ‘제주본부 설립 준비반’ TF를 구성했다.

관광버스가 가짜경유를 사

TF의 중심에는 최대성 본부장이 섰다. 최 본부장은 석유관리원의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제주

용하다 특별점검에 적발된

도에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석유관리원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제주도의 겨

것이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울은 영상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는 TF에게는 엄동설한과 다를 바 없는 겨울로

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자

다가왔다. 하지만 최 본부장은 그해 겨울이 추웠다고만 기억하지 않는다.

연유산인 제주도의 환경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내 노력으로 하나의 지역본부를 세운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사명감이 들었

도 적신호가 켜지자 제주도

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개인이 하나의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도움

최대성 본부장에게 석유관리원 제주본부를 세우는 일은 공과 사 모두에서 ‘위대한 도전’ 같았다고

을 요청한다.

회고한다. 석유관리원 제주본부는 관리원 입장에서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국가, 아니 국제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주도는 국가적 관광자원임과 동시에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중요한 일이 지금 내가 딛는 한 걸음 한 걸
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니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낌이었다고.

소수정예 - 하나의 본부, 하나의 팀
기반을 닦는 일과 함께 관리원 본연의 임무도 같이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석유관리원은 제
주도로 보낼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주본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
내야 했다. 그렇기에 직원들 모두 말 그대로 소수정예가 되어야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수정예 제주본부는 좋은 활약을 보였다. 설립 이후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
2012년 10개 업소, 2013년 11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런 성과 외에도 제주도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시장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 본부장뿐만 아니라 제주본부 모

스스로
정의를
찾아라!

클린 제주도를 지키는 에이전트

K-Petro
가짜석유와의 ‘끝없는 전쟁’ - 제주도를 책임지는 소수정예 어벤져스,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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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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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열정과 사명감으로 움

김성민 과장도 제주본부 자랑을 거들었다. “제주본부의 석유제품

직인 덕분이었다.

전반 관리에 힘입어 근 3년간 가짜석유 적발 제로입니다. 가짜석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최 본부장

유가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지켜나가

은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제주본부

는 게 저희들의 진짜 임무 아니겠습니까? 제주본부는 정말 직원들

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청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위대한

사 부지를 알아봤다. 석유관리원은 검

본부입니다.”

사시료인 석유를 내부에 보관하기 때문

앞으로 제주본부는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제주지역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더욱

에 안전에 대한 입지 조건이 까다롭다. 그

철저한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석유관
리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
어야 했다.

우리가 제주도의
디펜더스!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 생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렇게 발견한 곳이 지금 제주본부가 있는 제주시

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소수정예의 비결은 무엇일지 끝으로 임직원들에게 물어봤

애월읍 상귀리다. 안전을 위해 도심지와 떨어져 있으

다 제주 지역은 매우 청정하다고

다. 답은 한결같았다. 전문성과 열정. 그 두 가지만 지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면서도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제주 시내로 빠르게 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특히 열정이 바로 나 그리고 석유관리원 제주본부의 미래 그 자체라고 임직

동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다. 근처에 제주서부경찰서도 있

제주도만의 기준이 따로 있지요.

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 업무 특성상 경찰과 공조가 중요하기에 이 부분도 치밀하게 계산이 됐다. 최 본부장이 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白聞以 不如一見”보다 “白言以 不如一行”, 아시다시피 백번 말하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

시간도 반납해서 뛰어다닌 덕분에 찾아낸 최적의 입지였다.

아닙니다.

하다는 뜻으로 말뿐인 사람이 아닌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직원들에게

최 본부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입지에 들어설 청사 건물의 설계도 꼼꼼하게 검

다시 한번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했다. 제주본부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소수정예의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를

소수정예로 위대한 제주본부를 만들어낸 비결, 그것은 바로 실천에 있다. 너와 나의 일이 따로 없

선물해주고 싶었다. 잘 짜인 동선, 충분한 편의시설… 고생하는 직원들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다고 생각하며 그 즉시 실천하는 행동력. 열정은 말과 구호가 아닌 그 행동력 자체다.

있도록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냈다.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위상이 느껴질 수 있는 외관도 어느 정
도 필요했다.
그런 그의 고민, 그리고 제주본부의 모두가 그 고민에 호응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석유
관리원 제주본부만의 ‘시그니처’가 담긴 청사가 만들어졌다.

작지만 강하다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
K-Petro!

그 ‘소수정예’의 전통은 지금 설립 8년 차 제주본부에 여전히 남아 있다. 소수정예의 전통은
제주본부의 시그니처다. 제주본부는 다른 지역본부와 달리 검사팀, 시험팀의 구분이 없다.
본부장까지 5명의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석유관리원 지역
본부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이 5명이 처리한다. 너와 나의 일이 따로 없는 우리 모두의 일이
고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처리한다. 제주본부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팀이다.
현재 제주본부는 4대 정유사와 저유소·주유소 194업소, LPG충전소 42업소 등 석유제품뿐
제주본부는 다른 지역본부와 달

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LPG)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리 검사팀, 시험팀의 구분이 없

전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그리고 제주본부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소수지만 하는 일

다. 본부장까지 5명의 임직원 모

은 적지 않은 것이다.

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고

제주본부의 노력으로 제주도는 다시 청정 제주의 타이틀을 되찾고 있다. “가짜석유제품의 원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지

료인 용제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제주 지역은 매우 청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

역본부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이

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기준이 따로 있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닙

5명이 처리한다.

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최대 임무는 역시 단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제주본부가 존재한다고 최 본부장은 말했다.

임직원 소개
모두가 개성적인, 그리고 모두의 개성을
품어주는 제주본부!

1 김성민 과장
별명: 대갈장군
특기: 만능(본인 주장)
자랑거리: 깊은 배려심

(역시 본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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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명기 사원
별명: 백선생
특기: 사진 찍기, 드론 등 다수
자랑거리: 세심함

1

2

3

3 최대성 본부장
별명&특기: 매의 눈(가치를
한 눈에 알아보는 눈)
자랑거리: 제주본부!

4

5

4 강창범 대리
별명: 강오빠
특기: 스포츠맨
자랑거리: 우직함

5 오은영 사원
별명: 오~~~
특기: 과거 우슈 선수 출신!
자랑거리: 열정 그 자체로

똘똘 뭉친 열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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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New Faces

신선아
수도권
남부본부

제44기 인턴직원들의 출사표!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① 석유의 유통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② 신나서 박수치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③ 면접관님과 대화하고 저를 많이 보여드리는 자세
④ 차분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_^

이상목

이소정

대구경북본부

수도권
남부본부

① 국민이 좋은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② 중간 이름이 가려진 채 발표가 났는데 다른 사람

②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
를 사러 갔습니다! ^_^

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⑤ ‘열일’을 할 것입니다.

③ 항상 밝고 미소 띤 얼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③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미소

⑥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④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선배님들과 잘 지낼

④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⑤ 불법 석유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⑤ 회사가 원하는 위치에서 제 역할, 몫을 다하는 사

⑥ 적극적인 태도로 언제나 배우는 신입사원이 되겠
습니다!

원이 되겠습니다.
⑥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은 인턴 생활을 해
내겠습니다!

김윤희

자난 5월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인턴직원 18명을 선발했습니다.

① 국민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 에너지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 기관!

기관!

나병현

수도권
북부본부

이건희

수도권
남부본부

호남본부

이들은 5개월여 인턴생활을 거치면서 직무능력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석유관리원 인턴 생활은 드라마에 나오는 잔심부름이 아닌 바로 현장 투입으로 실무를
배우다 보니 이른바 ‘빡센’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기죠.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에너지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진다는 자긍심, 자부심만큼은

②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얼굴

한국석유관리원 선배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제44기 인턴직원들의 출사표를 들어봅니다.

③ 평소 생각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적었고, 면접에서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일원으로 석유품질관리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될
제44기 인턴직원들을 응원해주세요

Q&A

① 국민의 안전한 석유 사용을 위해 유해한 것들을

공통질문

❶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은? ❷ 처음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했던 것은? ❸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뽑힌 결정적 한 방’은? ❹ 그 밖에 본인의 장점

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 솔직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④ 주어진 일을 잘해내고 싶다는 열정과 끝까지 해낼
것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① 생활 밀접한 곳에서 국민을 위하는 자랑스러운
기관!
② 사실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합격통지를 받았
을 때 실감이 안 났습니다.
③ ‘1분 자기소개’에서 궁금증이 생기게 했던 것이 합
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④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 근면성실할 것입니다.

⑤ 재미를 찾을 것입니다.

⑥ 입사하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⑥ 만년백수가 이제 사람 구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고 싶습니다.

① 석유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렴하고 성실히 일하
는 한국석유관리원!
② 부모님께 전화 후 “저 합격했어요!!!” 소리를 지른
뒤 휴대폰으로 로그인 창을 계속 열었습니다(믿기
지 않아서).
③ 저에 대한 스피치를 할 때 ‘성실’을 강력히 어필했
습니다.
④ 축구를 좋아합니다. 몸을 부딪치며 팀워크를 다지
는 것이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⑤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⑥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해보겠습
니다.

(특기)이나 단점이 있다면? ❺ 나는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OOO할 것입니다! ❻ 기타 한국석유관리원의 일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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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수도권
북부본부

① 석유 경찰입니다. 석유의 유통경제와 질서를 바로
잡는 일원이 돼 영광입니다.
② 꼭 봬야 하는 분을 뵙게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③ “점화플러그 같은 인재가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일할 것입니다.
④ 매사에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사관으로 7년 복무
한 탓인지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⑤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⑥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희진

노지은

호남본부

대전세종
충남본부

① 건강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관리·
② 전화로 연락을 받았을 때 1초 만에 “가겠습니다!”
③ 분위기부터 풍겨지는 강철체력이 많은 도움이 된

③ ‘일본을 왜 가보고 싶냐’는 질문에 ‘라멘을 좋아해

니다.

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않았을까요?
④ 저의 장점은 계획하는 것입니다.
⑤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⑥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부모님을 비롯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③ 인상이 좋다는 칭찬에 더 당당하고 솔직한 이야기

④낙
 담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
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지는 편입니다.

를 할 수 있었습니다.
④ 친화력입니다.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

⑤ 월급값을 할 것입니다.
⑥. 많이 공부하고 경험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

겁게 해주는 것을 즐깁니다.

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정완
강원본부

① 공공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② ‘아,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재동

서보현

충북본부

영남본부

① 국민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석유를 제공하고 관리
하는 곳
② 메일로 확인했는데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③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해서 말했던 것이 주효
했던 것 같습니다.
④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
고 있습니다.

⑤ 될성부른 떡잎이 될 것입니다.

⑤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⑥ 배우고 익혀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

⑥ 제 역량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③대
 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면접을 본 게 한 방이었
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⑥ 가짜석유 잡는 사람 나야 나~!

①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을 사수하는 한국석유관리원!
② 부모님께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위한 불법 제조 근절!

⑥ 제 업무 하나하나가 투명한 석유시장을 만드는 데

④ 처음에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⑥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것보다 하나를 배우면

③ 면접 볼 때 웃는 모습으로 면접관님을 사로잡지

① ‘기름 경찰’ 안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을

⑥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

③ 잘 모르는 질문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⑤ 꾸준히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②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영남본부

⑤ 뼈를 묻을 것입니다.

기를 푸는 한 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준비가 철저합니다.

사회로 만드는 곳!

염설아

대전세종
충남본부

⑤ 만능이 되겠습니다.

서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다’고 답변한 것이 분위
④ 어딜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해야 할 일이 생기면

④ 장점은 빠른 환경적응능력, 친화력, 꼼꼼함이 있습

①석
 유품질관리와 단속을 하여 가짜석유가 없는

장재훈

⑤ 마라톤을 할 것입니다.

영남본부

통화연결음이 나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의 순환근무제와 연관된 경험과
장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④ 장점: 지구력이 강하다! 지치지 않아서 마라톤 같

김진원

② 처음엔 장난전화인가 싶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② 꺄아아아!!!! 혼자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가족들에
게 바로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납니다. :)

겠습니다.

① 석유유통의 수호자!

① 석유품질과 유통시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석유
시장의 경찰!!

감독하는 석유 파수꾼!

장민서
대구경북
본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을 위해 공익을 추
구하는 공공기관!
②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 다른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전화 드렸습니다.
③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
④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임합니다.

임연정
대구경북
본부

① 석유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이
웃들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
②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다음 날이 되니 점
점 실감이 나고 기뻤습니다.
③ 질문 주시는 것마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사실 긴장해서 면접 때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⑤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④ 친화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강소라
석유기술
연구소

① 석유제품의 유통과 생산공급을 관리하는 곳!
②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확인하고 바
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③ 자기소개를 크고 우렁차게 해서…?
④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⑤ 일 잘하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⑥ 열심히 일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뼈를 묻겠습니다. ^_^

⑥ 한국석유관리원의 일원으로서 즐거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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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국 석유 및 LPG담당공무원 교육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
무원 교육(4/18~20)’과 ‘전국 LPG담당 공무원 교육(6/17~18)’이 제주도와 부산에서
각각 열렸다. 산업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 및 LPG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1985년부터 매년 열린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올해부터 정보 전달식 교육을 지양,
행정실무능력 향상에 교육 초점을 맞춰 토론방식으로 진행했으며 LPG담당공무원 교
육도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G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손주석 이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영남본부 신청사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이병길 경영관리처장,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조흥만 과장, 부산지방국세청 박재형 국장, 부산광역시청 노기태 강서구청장,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류춘열 청장, 부
산광역시청 이재형 과장, 석유관리원 도재정 영남본부장.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석유관리원, ‘열린혁신·일자리 창출’ 대국민 공모전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은 ‘열린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5월 1

K-Petro magazine news room

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부산 이전,
신청사 준공식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은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

일~30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남 등을 관할하는 영남본부를 양산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확장·이전했다.

수 있는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

석유관리원은 6월 26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송양호 국장,

련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류춘열 청장, 부산지방국세청 박재형 국장 등 유관기관 관계
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본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부산에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
영남지역은 윤활유 생산공장이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등 국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와 국민투표, 열린 혁신 위원회 심사과정 등을 거쳐 입상자들
열린혁신 및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에게는 대상 50만원(1명), 최우수상 30만원(2명), 우수상 10만원(3명)의 포상금을 각
각 지급하고 입상작인 아이디어에 대해 석유관리원에서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관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내 주요 항만이 밀집되어 있어 고황분의 해상유 유통이 많고, 물류 이동으로 인한

- 지역 밀착 관리 강화 및 급변하는
석유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

대형차량 운행량이 많아 가짜석유 유통이 용이한 곳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

석유관리원,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청렴 생활화

역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 23일~24일 이틀간 전남 장성 소재 청렴문화센터에서 직원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석유제품 관

대상 ‘2018년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면세유, 윤활유 등 품질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동북아오

이번 교육은 조선시대 청백리 인물의 공직관 등에 대한 청렴특강과 청렴유적지인 필

일허브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신속한 품질검사 결과 제공으로

암서원 및 백비 탐방, 청렴퀴즈대회,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석유수출입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시험실 확
대가 요구됐다.

조주영 경영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영남본부의 관할지역 내 이동 거리와 교통, 집중 관리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 신항만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내에 신청사를

석유관리원, 서해안 해수욕장 백사장 중금속 오염 검사 완료

설립했다. 신청사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와 시험실 첨단화를 통해 안전한

석유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태안군 일대의 서해안

환경 조성과 신속·정확한 분석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태양광 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백사장 모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

전 설비 설치, 일조량을 고려한 설계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됐다.

됐다. 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재능기부차원에서 토

손주석 이사장은 “영남본부의 청사 확장·이전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석유유

양오염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수욕장은 매년 개장 전 일부 소실된 모래

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확대될 국가적 주요 사업을 성공

를 외부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있다.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준공식을 계

2010년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석유관리원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어린이

기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
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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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놀이터를 비롯해 지난해에도 동·서해안 유명 해수욕장 14곳에 대해 토양오염 무
서해안 해수욕장 백사장 중금속 오염 검사 완료

상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61

ENJOY
“사람들은 지혜가 아닌 지식을 원한다.
지식은 과거이고 지혜는 미래인데도….”
북미 인디언이 전해주는 말, 럼비족의 ‘구별’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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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포커스
금쪽같은 2박 3일 해외여행?
짧고 굵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68

월드 에너지 이슈
“재생에너지 공급 100%”
미국 도시들의 성공 비결  

74

공감교감
사랑의 색에 물들다
<샤갈 : 러브 앤 라이프>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 윤혜정 사원 가족

78

케어&힐링
씩씩한 그녀들의 어느 멋진 하루!
자매 같은 입사동기 5인의 스파 체험기

82

알쓸에잡
쾌적하고 알뜰한 여름,
10가지 절약법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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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c
세 번쯤은 너무나 좋을 한여름 밤의 꿈

86

아이디어 팡팡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1분기 제안왕_ 수도권북부본부 이종근

88

Photo Talk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K-Petro인들의 이야기

90

K-Petro 우체통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K-Petro 우체통으로 온 애독자 편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K-Petro인들.
즐거운 공동체를 꿈꾸는 K-Petro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합니다.

ENJOY
트렌드 포커스

금쪽같은 2박 3일 해외여행?
짧고 굵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글 정혜인

지난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숫자는 대략 2,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보면 2018년에는 해외여행객이 무려 3,000만 명

▲ 홋카이도 비에이에 위치한 시로가네 흰수염 폭포. 이 지역은 온천으로도 유명하다.
◀ 홋카이도 후라노의 7~8월은 꽃의 향연이 절정이다.

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신을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1인
여행족(혼행족)’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을 일상처럼 즐기는 사람들
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행 패턴이 다양해졌고, 저비용
(LCC) 항공사의 출현으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
문이다. 올해는 어떤 여행을 계획해볼까? 최신 여행 트렌드를 알아보고 지혜

신선하고 산뜻한 여름 휴양지, 홋카이도
한국인
선호 여행지 1위

일본

홋카이도는 영화 <러브레터>에서 보여진 겨울 풍광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이 여름에 가고 싶은 여행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여름 여행지
다. 여름 평균 기온이 20도 전후로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여행 내

롭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여행 비책을 세워보자.

내 상쾌한 날씨를 접할 수 있어 피서객뿐만 아니라 골프 마니아들의 사랑
바쁜 일상을 벗어나 나 홀로 훌쩍 떠나

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고 싶은 직장인들, 주말을 활용해 ‘짧고

대표적인 꽃 재배지인 홋카이도는 이국적인 풍광 때문에 광고촬영지로도

굵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2박 3일

많이 애용된다. 특히 7~8월의 후라노는 보랏빛으로 물든 라벤더 향연이

일정의 일본여행은 관광, 휴양, 쇼핑 등

절정이다.

여행의 모든 것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깝고 다양한 여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 삿포로는 소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일본인이 가

행과 치안에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

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손꼽힌다. 겨울 절경과 눈 축제로도 유명하지만

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십 년간 물가

선선한 여름을 즐길 수 있고, 맥주와 라멘, 카레, 해산물 등의 요리가 유명

가 계속 오르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물

해 식도락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삿포로 맥주박물관은 삿포로 맥

가는 큰 변화가 없어 오히려 국내여행

주의 역사와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1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다양한 맛의

보다 일본여행이 가성비가 좋아 한국인

삿포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힌다. 이런 이
유로 일본은 자유여행뿐만 아니라 패키

▼ 홋카이도 비에이. 이국적인 푸른 초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지여행에서도 대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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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TIY족’일까? ‘패키지족’일까?
해외여행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스스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여행계획을 짜는 부지런한 자유여행족과 간편하게 클릭
하나로 패키지여행 상품을 주문하는 패키지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지런한 자유여행족은 해외여행을 DIY로 준비하는 이른바
TIY(Travel It Yourself)족으로도 불린다. 작은 것 하나하나 자신이 스스로 짜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것들이 많다. 특히 초보
자유여행객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팁을 소개한다.

초보 TIY족을 위한 3가지 팁

▲오카야마현의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18~19세기 구라시키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지역이다.
▼구라시키 오하라미술관 본관에는 모네부터 피카소, 리히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미
술사에 등장하는 주요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별관에는 일본 근현대 화가들
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Step 1.
항공권 예약하기

Step 2.
일정 짜기

Step 3.
호텔 예약하기

해외여행은 비행기 시간에 따라 일정이 결

최신 정보 위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일정

호텔은 교통이나 동선에 따라 잡는 것이

정되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은 항공사별 가

을 짜고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근접해 있는

좋다. 한곳에 오래 머물며 휴양을 즐긴다면

을 탐방하는 여행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현지 일본인들의 살

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시간과 가격을 비

관광지 등을 하루 단위로 묶어주면 좋다.

상관없지만 관광이 위주인 일정이라면 호

아가는 모습과 특색 있는 음식 등 한적한 일본의 향취를 느끼

교해보는 것이 좋다. 시간대에 따라 가격

무리하게 일정을 잡기보단 하루 1-2곳 정

텔의 위치는 더더욱 중요하다. 호텔 예약사

고자 한다면 소도시 여행을 떠나보자. 이미 대도시 일본여행

이 천차만별이며 비슷한 시간대에도 항공

도만 여유롭게 잡는 것을 추천한다. 일정

이트를 통해 비교 예약하는 경우, 간혹 자

경험이 많은 이라면 작지만 개성 넘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

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

중에 주말이 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

신이 예약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올 때도

한적한 일본의 향취를 느끼는 소도시 여행
북적북적한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일본 소도시의 정취와 매력

에어비앤비 발표 인기 가족여행지 1위, 오사카

가 다양한 소도시 여행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다. 일정보

리는 관광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여

있으니 호텔별로 남은 객실 수가 여유롭다

미 여행상품으로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 자유여행뿐만 아

다 빨리 예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

행을 다녀온 블로거들의 정보를 살펴보는

면 수시로 확인해 저렴한 날짜로 다시 예

니라 일본여행이 처음인 이들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만 예약 당일에는 거의 대부분 항공사에서

것도 도움이 된다. 관광지 정보, 교통편 및

약하는 것도 좋다. 혹시 일정이 변동될 수

100% 환불해주지만 당일 환불이 되지 않

시간표 등은 최신 블로그 검색을 통해 알

도 있다면 저렴하지만 환불 불가인 호텔보

는 항공사도 있고, 하루만 지나도 편도별

아두는 것이 좋다.

다는 일정 기간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한

오사카는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아태지역 인기 가족여행지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싸다고

호텔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

뿐만 아니라 혼행족, 커플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

무조건 미리 구매하진 말아야 한다.

더욱 저렴하게 호텔 예약하는 방법은 ‘호

랑받는 여행지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

텔 할인코드’를 검색해 나오는 블로그에 소

되며 식도락과 관광, 쇼핑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오사

개된 할인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호텔

카와 인접해 있고 일본의 경주라 불리는 교토에는 주요 사찰

스닷컴, 아고다 등 예약 사이트에서 제공하

들이 몰려 있어 일본의 전통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다. 쇼핑과

는 할인코드를 블로그에 소개된 여행 사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톤보리, 난바역 주변은 오사카 여행의

트 링크를 클릭해 예약할 때 입력하면 최
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징으로, 오사카 여행객들의 인증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
이다. 오코노미야키와 맥주 한잔을 하거나 타코야키와 같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우메다 스카이빌딩의 우메다 공중
정원 등도 오사카의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또 한큐백화점
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을 구매할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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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현의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18~19세기 구라시키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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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월드 에너지 이슈

미국 도시들의
성공 비결

Energy 100%

글 조민영(이투뉴스)

Renewabl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해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자국민들까지도 충격에 빠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친환경 정책을 뒤집어엎어 미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예상과는 다르게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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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와 시 당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목표를 세우고 관
련 정책을 정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
에 대한 반사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65개 도시들과 타운들은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약

REDAY FOR
100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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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년 까지

주 에너지원이 될 풍력과 태양광

미국 버몬트주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 최근 텍사스주 덴턴과 미네소타주 세인트 루이스 파크도 100% 재생

벌링턴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시 전력의

벌
대

링

턴
담

의

발전사들도 변화를 준비할 필요성을 느

한

벌링턴 전력사는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

끼면서다.

에너지 공급 목표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4월 미니애폴리스는 2030

100%를 공급한 미국 내 첫 도시다. 벌링

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한 65번째 도시였다. 트럼프

턴은 1978년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

당선 이후 청정에너지 발전 확대를 약속한 도시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의 합이 0이 되는 넷-제로(Net-Zero)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의 전환을 공표하고, 석탄 발전소를

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라 클럽은 미국 도시 100곳을 청정에너지로 전력의 100%를 공급

5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교체했

이를 위해 전력 수요와 공급, 저장 등의

하게끔 돕는 ‘레디 포 100 이니셔티브’라는 캠페인 사업을 2016년부터

다. 현재 매일 1,800톤의 우드칩이 시 전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

진행해왔다. 도시들이 지구촌 이산화탄소 배출의 75%를 책임지고 있다

력 수요의 절반을 발전하는 에너지원으

들 예정이다.

는 연구 결과에 따라 도시들의 대기 오염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면

로 쓰인다.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았던 벌링턴

서부터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연구 결과에 따라, 풍력과

시는 10MW급 풍력 발전소와 고등학교,

은 우드칩과 풍력, 태양광, 매립지 메탄,

태양광은 2030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

공항, 전력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수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하

되고 있어 도시들의 재생에너지 채택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설치하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적극 추

예상되고 있다.

진했다.

버몬트주 벌링턴과 캔자스주 그린스버그, 미주리주 록포트, 알래스카주

2014년 시의 에너지부는 7.4MW급 위

코디악 아일랜드, 콜로라도주 아스펜 등 5개 도시들은 이미 100% 재생

누스키 수력발전소 구매를 위한 채권 승

에너지로 전환을 성공시켰다.

인을 시민들의 투표에 맡겼다. 시민들
의 절대적 찬성표를 받은 벌링턴은 수력
발전소를 구매해 그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성시켰다.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벌링턴시의 녹
색에너지 전환은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력사는 낮은
재생에너지원 단가 덕에 지난 8년간 전기
료를 동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
러 시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확대되면
서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도

전

BURLINGTON

2030

속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애틀랜타와 샌디에이고 등 대도시를 필두

가 없는 시기에도 네트워크를 위해 에너
지를 저장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지불하

고, 소비자와의 쌍방향 에너지 전력망 구
축을 준비하면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버몬트시는 화석연료 발전을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면서 발
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1년 대비
2015년 54% 삭감시키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는 향후 20년간 2,000만 달러
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
다.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버몬트 시민은 약 1만
명 이상으로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이 가
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지고 있다.
시는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도심 가정집의 난방으로 이용하게
끔 직접 연결하는 계획을 개발 중이다.
벌링턴 전력사는 전력 중앙 시스템을 소
형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연결하는 분산
네트워크로 교체하는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직접 가정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
를 설치하고 테슬라 배터리 팩 등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추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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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주 남부의 시골 도시인 그린스버그
는 2007년 토네이도가 강타해 도시 건물
95%가 주저앉아 돌무더기가 됐다. 이 자

바
다 시

람

으

로

일 어 나 는

바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됐다”고

미 북서부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농장 도

말했다. 그는 녹색 재건을 진행하면서 가

시 록포트는 풍력만으로 도시 전체의 전

“재생에너지 100%”

지난 40년간 제조 산업 도시였던 벌링턴이

달성을 실현하는

결은 무엇일까. 스키 휴양지나 작은 농장 지

지속가능한 녹색 전력의 선두 주자가 된 비

장 큰 난제는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전통

력을 공급하고 있다. 4개 대형 풍력 터빈

에너지원과 기존 건물 소재를 사용하는

은 전력망에 연결돼 1,300명의 록포트

것보다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건물 건축

시민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간 직후 도시에 남기로 한 시민들은 함께

에 비용이 20% 더 소요됐기 때문이다.

알래스카주 남부에 위치한 코디액섬

시를 녹색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던 힘

모여 회의할 공간조차 없었다. 그린스버

그러나 비용 문제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은 2014년부터 풍력과 수력으로 전

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의 밥 딕슨 시장은 공원에 커다란 텐트

통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다. 그린스버

력 수요의 99%를 생산하고 있다. 10

이 지역들은 기후 변화와 영향에 민감하고

를 치고 시민들과 함께 재건 계획을 세우

그는 LEED 인증을 받은 대형 건물들의

년 전까지만 해도 코디액섬은 수력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

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12~15주간의

에너지 비용에서 연간 20만 달러를 절약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발전량이

간 따뜻한 겨울과 낮은 강설량으로 스키 리

걸친 커뮤니티 회의에는 수백 명의 시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족한 시기 연간 2,800만 갤런의 디젤

조트는 직격타를 맞았다. 제조 외에도 관광

이 나타나 여러 가지 재건 아이디어를 발

딕슨 시장은 “도시 전력 소비 전부는 풍

을 태워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디젤에만

과 농업으로 지역 경제 기반을 둔 벌링턴도

력발전소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연간 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

기후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농장과

기료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토

에 따라 코디액섬 전력사는 2020년까지

네이도 강타 이후 전기료 인상은 없었

커뮤니티 전력의 95%를 재생에너지원으

다”고 밝혔다.

로만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놀랍

그린스버그의 녹색 도시 재건은 완성되

게도 예정보다 6년 일찍 목표를 달성시

었지만 도시의 녹색 바람은 여전히 현재

켰다.

연재해 때문에 시민의 절반인 1400명이
도시를 떠나버렸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를 통해 토네이도 피해를 즉각 복구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친
환경 도시로 재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시민들은 장기간의 간이주택 생활을 해
야 하는 불편을 참아야 했지만 친환경 재
건 정책을 적극 찬성했다. 딕슨 시장은
도시를 풍비박산 낸 강한 바람을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시 외곽에 풍력
발전소 10기를 세우고 여기서 발전한 전
력 12.5MW를 시민들에게 공급했다. 또
태양광과 지열 기술을 적극 도입해 2013
년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달성
했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건물 덕분에

진행형이다.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개인
에게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나타나

스키 휴양지로 유명한 콜로라도주 아스

기 시작했다. 인듀런스 윈드 터빈스사는

펜도 미국 내에서 가장 청정한 발전 지역

중소형 크기 터빈을 일반인과 소기업, 심

으로 손꼽힌다. 아스펜은 2007년 재생에

지어 농부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가정집

너지 발전 100% 목표를 발표했고 2015

에 태양광 발전기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년 이를 달성했다. 풍력과 수력을 주로

사업자도 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미 국 의

ROCKPORT

딕슨 시장은 시민들과의 긴 토론과 협의

GREENSBURG

표했다.

그 린 스 버 그

노 력

역, 섬마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토네이도로 초토화된 도

섬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지구 온난
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찾아 나섰던 것이다. 재생에너
지 확대로 귀결된 이들의 지구 온난화 대응
은 지역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
었다. 시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가능했던
성공 실화들이다.

도시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 잉여 전력량을
인근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그린스버그
는 시내 가로등 전부를 LED로 설치한
미국 내 첫 도시로 꼽혔으며, LEED* 인
증 공공건물에 투자하고, 건물 난방을 위
한 지하열 펌프를 곳곳에 설치했다.
밥 딕슨 시장은 “그린스버그를 파괴했던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미
국 그린 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
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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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더 로드
공감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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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

들

색채의 마술사 ‘샤갈’이

글 정용환 사진 조일권

가정의 달 5월, 윤혜정 사원에게는 이사 준비를 이유로 오히려 가정을 제일 멀리한 달이 되었다. 따스한
봄을 지나 이젠 제법 날이 여름 흉내를 낸다. 그렇게 6월 여름의 초입이 들어서니 5월을 그렇게 흘려 보낸

사랑의 색으로 전하는 따스한 위로

것이 못내 아쉽다. “바쁜 개인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라 더 늦기 전에 가족과 멋진 추억 하

<샤갈 러브 앤 라이프>

74

and Life
다

Chagall, Love

윤혜정 사원 남매

나 만들어보고 싶어 사연 올립니다. 이런 사연 올리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행복하네요.” 윤혜정 사원
의 사연에 K-Petro 매거진이 풀코스 문화생활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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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갈 러브 앤 라이프>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This is Chagall, a man who
contemplated suffering and
empathized with those in pain, a
man who maintained hope even
in the face of horror.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샤걀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사랑을 노래했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
해야 한다.” - 마르크 샤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마르크 샤갈’의 전시가 서울을
찾았다. 올 9월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샤
갈 러브 앤 라이프展>은 국립이스라엘 박물관이 기획한 컬렉
션展으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전시다. 샤갈과 그의 딸 이다
(Ida)가 직접 기증하거나 세계 각지의 후원자들에게 기증받은
샤갈 작품 중 150여 점을 엄선해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총 7개
의 섹션으로 구성돼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꼽히
는 샤갈의 사랑과 삶을 집중 조명한다.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
삽화, 태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샤갈의 종합예술가로서 숨겨진 면모를 볼 수 있
는 전시다.
샤갈은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고독한 천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가난한 사랑을 하면서도 늘 행복했다. 여러 인생
왼쪽부터 오빠 윤순성, 윤혜정 사원, 언니 윤혜영, 새언니 최미선

의 굴곡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의미를 주는 단 한 가지 색은 바
로 사랑의 색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샤걀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사랑을
노래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살아
가는 모든 이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어준다. 바쁜 일정으로 6월
에 ‘가정의 달 Again!’을 외친 윤혜정 사원 가족에게 이번 샤갈
전시회는 어쩌면 가장 뜻깊은 문화생활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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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5월 가정의 달이 뭐예요, 평소 명절 아니면 만나기 힘든

를 지어 보였다.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빠 내외와 이렇게 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랜만에 만나 나들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K-Petro

공허한 마음에 시간만 흘려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동생 덕분

매거진을 통해 미술관도 가고 가족과 근사한 식사도 즐길 수

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

있다니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려고요. 사실 미술관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끔 찾던 곳

전시회의 문을 여는 윤혜정 사원 가족을 따라 위대한 샤갈의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미술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

작품을 사진으로나마 조금 엿보자.

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온전하게 즐기는 문화생활이
란 것 자체가 처음인 것 같네요. 아이들 교육, 학교 과제를 위

샤갈, 나를 찾게 하다

해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몰

관람을 마치고 사전에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옮겨 오늘 전시에

두하게 되고 감상의 폭도 달라졌습니다. 미술관에서 오늘 이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런 벅찬 느낌을 받게 될 줄 사실 상상도 못했죠. 앞으로 이런

“샤갈 전시를 보고 와서 전시장 앞에 걸린 전시회 포스터와 포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존의 그의 작품을 다시 봤는데 왜 샤갈을 색채의 마술사라

윤혜정 사원에게 이번 체험은 가족과의 나들이라는 것 외에도

고 하는지 진품을 보니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좀 더 각별하다. 윤혜정 사원은 2016년 한국석유관리원에 늦

직접 눈으로 본 그의 작품 속 색채가 사진으로는 결코 표현되

은 나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에

지 않네요. 샤갈의 사랑과 인생이 표현된 그림들의 이 색채를

서 근무해왔는데, 정부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정규직

진품으로 보게 되다니, 그 따스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정

으로 전환됐다. 여러모로 기쁜 일이지만 늘 하던 업무를 이어

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품이 주는 감동’ 이런 문구

가며 크게 실감이 나는 일이 없었는데 K-Petro 매거진 <공감

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 작품 앞에서 저절로 느껴지는

교감> 코너에 보낸 사연이 뽑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 한국

것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전시들에 관심이 생길 것 같

석유관리원 직원으로서 조금 더 분명한 소속감이 들게 됐다고

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책 속의 사진으로 샤갈

한다.

의 작품을 보고 샤갈을 안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오늘 샤갈 러브 앤 라이프전은 다시 한번 나를 찾는 계기가

작품들입니다.” 오랜만의 문화생활인데, 샤갈 전시회는 기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그 안에 나는 지금

이상이었다고 윤혜정 사원은 만족해했다.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내 인생에서 그리며 가야 할

윤혜정 사원의 오빠 내외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행복한 미소

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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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에잡

쾌적하고 알뜰한 여름,
10가지 절약법만 알아두세요!
점점 짧아지는 봄가을 탓에 올해도 일찌감치 여름이 시작됐다. 이상기후 현상 탓인
지 더위 또한 만만치 않아 에어컨 전원 버튼에 절로 손이 가기 마련. 전기 사용량에

누진제도 비켜갈 에너지 절약 10계명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오지만, 에
어컨을 제외하면 긴 여름 꿉꿉한 기후를 이겨낼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올
해 알뜰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글 편집실

등골 서늘한 ‘누진제 공포’ 탈출하기
‘덥고 습하다.’ 세상에 여러 가지 최악의 조합이 있겠지만 이것보
다 더 최악인 조합도 없지 않을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좋으련
만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습하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이보다 좋은 명콤비는 없을 거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

❶ 처음엔 강하게 10분 뒤 적정온도로

❺ 에어컨 필터, 실외기를 자주 청소해주자

❽ 순간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동시에

꺼졌던 에어컨을 사용할 때 희망온도를 높여

에어컨 필터에 낀 이물질은 거주자의 호흡기

사용하지 않기

도 전기를 덜 쓰지는 않는다. 처음엔 에어컨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찬 바람이

전기밥솥, 에어컨, 전자레인지와 같은 순간전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강하게 하고 10분 뒤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더 많은 양의 전력

력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사용

26℃ 정도로 낮추는 것이 효율이 높다.

을 소비하게 되므로 2주마다 한 번은 청소하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할 위

는 게 좋다.

험이 있고 누진제 적용기준을 넘을 수 있다.

에어컨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은 실외기에 사

❻ 직사광선 차단

❾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워라

용된다. 희망온도에 도달한 뒤 송풍 상태로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이나 벽, 천장

보관된 음식이 많을수록 전기를 많이 소비하

돌려도 요금에 큰 차이는 없다.

등에 닿으면 열로 바뀌어 실내 온도를 높인

기 때문에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우는 것

❷ 짧게 트는 것보다 적정온도로 길게

하고 여름이면 우리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떠돈다.

다고 한다.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이 좋다. 냉동실의 경우 반대로 80% 이상 채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❸ 에어컨 바람 방향은 위로

실내온도가 약 3℃ 정도 낮아져 냉방효율을

워주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쓰면 쓸수록 말 그대로 ‘기하급수로 치솟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하여 더운 공

크게 높일 수 있다.

공포 수준이다. 말만 들어도 아찔한 전기요금 고지서, 무엇을 상

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전기요금 고지서 공포담 경쟁이 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을 이용하면 빨리 실내온

❼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충전기나 TV셋톱박스 등 대기전력이 큰 제

여름이면 인터넷에서 벌어진다.

도를 낮출 수 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품은 사용 후 플러그를 뽑고 전력을 차단하

도 대상 품목이다. 가장 효율이 좋은 1등급

면 낭비되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요금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일단 전기

❿ 대기전력 줄이기

안 쓰기부터 시작하기 마련. 소비자의 마음을 발 빠르게 읽은 시

❹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부터 가장 나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

장에서는 전기효율이 높은 냉방 가전제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에어컨

며, 제품마다 해당 등급을 빨간색으로 표시

지만, 에너지 사용량과 쾌적함의 정도는 정비례를 벗어나지 못

의 냉기가 실내에 고루 퍼져 에너지가 절약

하게 되어 있어 물건을 살 때 선택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지독한 더위를 에어컨 없이 버티

된다.

삼을 수 있다.

기는 어려우니 남은 방법은 최소 전력으로 최대 냉방효과를 얻
어내는 것뿐이다. K-Petro가 소개하는 에너지 절약 10계명 실천
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의 공
포로부터 자유로운 여름을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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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힐링

Gorgeous!

그녀들의 어느 멋진 하루
자매 같은 입사동기 5인의
스파 체험기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한 침대에 누워 전문가의 피부

다며 웃었다. 여자 입사동기들이 본사로 모여 동기애를 더 탄

케어를 받는 시간. 누구나 꿈꾸는 이 멋진 시간을 바

탄하게 쌓게 된 것을 기념하고, 무엇보다 주말부부로 독박육아

왼쪽부터

쁜 일상에 밀려 정작 스스로는 돌보지 못했던 입사동

수급정보처 환급심사팀
이혜란 대리

기 그녀들에게 K-Petro 매거진이 선물했다. 몸과 마

수도권남부본부 시험분석팀
정다운 사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정가혜 대리

에 시달리면서도 회사에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다운 사원에
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주고자 홍주형 대리가 K-Petro 매거
진에 사연을 응모한 것이다. 예전부터 K-Petro 매거진의 문화

음, 동기애까지 가득 채워준 웰빙 스파 현장을 함께

지원은 사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스

들여다보자.

파가 걸려 있어 경쟁률이 꽤 높았다는 후문이다. 홍주형 대리

글 정용환 사진 조일권

의 구구절절한 동기사랑이 빛을 발했다. 홍주형 대리는 정다운
사원이 회사와 동기에게 의지해 조금은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
기를 응원하고 있다.

감사실 감사팀
강주현 대리
감사실 감사팀
홍주형 대리

“저희는 모두 2011년 3월에 입사한 동기들이에요. 하지만 각
까르르 쏟아지는 웃음

자 지방 근무만 계속하고 있다가 모두 본사에 모인 지는 2년 6

오늘의 주인공 감사실 감사팀 홍주형 대리, 수도권남부본부 시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야 동기가 무엇인지, 얼마나

험분석팀 정다운 사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정가혜 대리,

소중한지 제대로 느끼는 중이랍니다.”

수급정보처 환급심사팀 이혜란 대리, 감사실 감사팀 강주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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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스파숍 ‘스파더쉼’에 모였다. 스파숍에 오기 전 같이 식사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

를 하고 옛 사진을 보며 입사했을 당시의 추억까지 되새겨보면

“언니, 결혼 빨리해요”, “핸드백에 XXX는 그만”

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도착했다고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동기 중 큰언니 격인 정가혜 대리가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그들의 돈독한 사이가 느껴졌다. 이들은 스파에 대한 기대감도

잡자 장난스러운 응원의 말들이 쏟아진다. 장난을 치는 동기

컸지만, 이날 하루 홀가분하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에

들이나 약이 오른 정가혜 대리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설레고 있었다.

다정해 보였다. 평소에도 5인은 동호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건 모두 홍주형 씨 덕분

누를 만들거나 분당 근처 맛집 탐방을 하기도 하고, 홍주형 대

입니다.”

리와 정가혜 대리가 지내는 사택이나 결혼한 정다운 사원의 집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홍주형 대리에 대한 찬양(?)이 시작됐

에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동기의 아이

다. 홍주형 대리는 원래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5명 모두

들이 부르는 이모라는 호칭도 친숙하다.

신청하자며 시작한 일을 자신만 신청해서 괜히 미안해서 저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연스럽

81

게 사라지게 되죠. 학교 동기와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한계가 있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준 럭셔리 스파

어요. 같은 직장에 있으니 서로 더 잘 이해해주고 의지도 많이

풋스파, 아로마 테라피, 헤드시아추로 이루어진 힐링 아로마

되고 있어요.”

보디테라피는 피로 해소와 휴식에 효과적인 테라피다. 등을

이혜란 대리는 자신의 동기들을 ‘아’ 하면 ‘어’ 하고 받아주는

마사지할 때는 그동안 뭉친 근육이 풀어지느라 아파서 ‘악’ 소

친구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몇 해 전 동기끼리 1박 2일로 남해

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지만, 온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

에 여행을 갔던 일을 평생 잊히지 않을 추억이라고 손꼽았다.

낄 수 있다. 달콤한 아로마 향 때문인지 독소를 빼는 데콜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없어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남해까지

마사지를 해주는데 스르르 잠이 온다. “아, 좋다”는 탄성이 절

갔다가 다음 날 저녁에 또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고된 일

로 나온다.

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고 즐겁기만 했다고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럭셔리 스파 테라피를 받은 5인의 얼굴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더 의

말갛게 환해졌다. 입사 시절 풋풋함으로 시계를 돌린 듯하다.

지도 되고 더 단단한 결속력도 가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비트로 만든 이너뷰티 주스를 나눠 마시

정가혜 대리는 자신의 동기들을 강한 친구라고 평했다. 연약해

며 휴식의 마지막 한 모금까지 제대로 즐기는 시간이었다.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힘든 회사생활도 씩씩하게 리드해갈

“저는 주말부부라서, 가족보다 여자 동기들을 더 자주 만나는

줄 아는 존경스러운 친구들이라고 속 깊은 마음을 전했다.

셈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큰언니같이 도리어 언니들을
챙긴다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동기들의 배려를 모르겠
어요. 늘 고맙고 든든해요. 오늘은 럭셔리 스파를 즐길 수 있게
해주어 더 고맙네요. 하하.”

동기 사랑이 회사 사랑!
이 멤버 이대로 오래도록 함께!
이혜란

애사심 충만 19명 동기들,
앞으로도 으샤으샤 힘내자!
홍주형

외로워도 슬퍼도 파이팅!
동기가 내 최고 힘이고 빽이다!
강주현

가족보다 때로 더 든든한
동기사랑, 포레버!

장기근속 황금열쇠의 꿈을
동기들과 함께 이루고 싶어요!

정다운

정가혜

정다운 사원의 감동은 특별했다. 이들은 각자의 업무, 결혼 등
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소원해지던 차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

스파더쉼 주스마스터가 권하는

이너뷰티 주스

께 즐길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직 지

럭셔리 스파를 자주 즐길 수는 없지만, 스파 못지않게 피

사에 있거나 육아휴직으로 함께하지 못한 여자 동기 이보오미

부에 효과가 좋은 음료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점점 더

대리, 강정민 대리, 송선아 대리에게 아쉬운 마음을 인사로 대

워지는 날씨에 습관적으로 찾는 아이스커피, 아이스티, 탄

신하며, 함께할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산음료보다는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료를 마셔보자. 할리
우드 스타의 뷰티시크릿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국내 연
예인의 비결로 꼽히는 이너뷰티 주스. 간단한 주스 한 잔
으로 건강과 다이어트, 미용까지 한 번에 잡아보자.

우정의 한마디

시금치+사과+오이+배+바
나나 취향에 따라 적당한
분량을 믹서로 갈아준다.
상큼한 맛을 더 원한다면
레몬이나 셀러리를 더해주
는 것이 좋다.

Master’s Talk
“아침에 챙겨 마시면 좋은 힐링 주스예요. 시금치에 은은한
단맛이 있어 맛도 좋죠. 꾸준히 마시면 장 건강도 찾고 피부
트러블도 가라앉혀줄 거예요.”

장소협조 분당 스파더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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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춘기 _ 정규1집 Red Planet>
<볼빤간사춘기>의 정규앨범 <Red Panet>의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의 가사 가운데

세 번쯤은 너무나 좋을

한여름 밤의 꿈

는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다시 네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 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여름이 다가왔다. 무덥고 환한 계절이. 수박과 포도, 복

귀여운 목소리와 상큼한 사운드, 풋사과 같은 정서로 새롭고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

숭아처럼 과즙이 풍부한 과일들의 계절이. 바다와 강,

들어가는 볼빨간사춘기에 어울리는 음식은? 아마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이 아닐

계곡의 물줄기가 무엇보다 즐거운 계절이. 그리고 민
소매와 짧은 바지가 수놓는 계절이. 당신은 올 여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아니 좀 더 좁혀서 질문한다면

까 싶다. 물론 달달한 바닐라 라테나 캐러멜 마키아토 아님 얼음 가득한 아이스커피

“또 한 번은 풋풋하게,

한 잔도 어울리기는 하다. 여하튼 달달하거나 상큼한 음료 한 잔과 함께 볼빨간사춘

풋사랑 같은 여름밤의 꿈”

기의 노래를 듣다 보면 한여름 밤이 풋풋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나온 사춘기가 예쁘
게 추억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왠지 지나온 세월이 무겁게 느껴지는 여름밤이 찾아

서구의 한 시인이 ‘사유의 완성 같다’고 예찬한 여름밤

온다면 볼빨간사춘기가 사는 빨간 혹성으로 떠나보시기를. 한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

을 올해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유의 완성을 위한

니 풋풋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여름밤 가운데 한 세 번쯤의 여름밤은 음악과
같이 보내는 것도 근사하지 않을지….
글 정소영(출판평론가)

<나의 아저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롤리타 신드롬과 초반 폭력신으로 젊은 여성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드라마가 시
작할 때만해도 몰랐다. 곽진언, 정승환, 손디아 등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OST에 참여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직 몰랐다. 하나의 TV드라마가 이토록 깊고 아픈 세계

<세상의 모든 자장가 1, 2, 3집>

를 다 그려낼지. 하나의 오리지널 트랙이 이토록 아름답고 쓰라린 노래의 세계를 창

보통 ‘자장가’라는 타이틀을 단 편집 음반(Compilation album)은 태교나 아이들의 정

조할지.

서를 풍요롭게 만들 목적으로 많이들 구입하곤 한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지 이

40대의 아저씨와 20대 초반의 소녀가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

런 음악을 평상시에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장가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

신을 성장시키는 이 드라마만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또한 놀라울 만큼 완성도가 높

해진 마음을 이완시켜 청자를 포근한 꿈속으로 데려가는 목적으로 만든 만큼 세심

은 음악들로 가득하다.

하고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곡들로 가득하다. 특히 카루스(Carus) 레이블의 ‘자장가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Wiegenlieder) 시리즈’는 곡의 선택부터 연주, 노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다는 평을
받는 음반이다. 이 세 장의 음반에는 페터 슈라이어와 故피셔 디스카우부터 카우프
만과 도로테 밀즈까지 독일권 최고의 성악가와 합창단들의 참여한 전 세계의 아름다
운 자장가 80여 곡이 담겨 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어느 여름밤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샤워를 하고 나와, 시원하고

“한 번은 포근하게,
순수한 여름밤의 꿈을 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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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일찍 침대에 누워 자장가를 들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양이 되고 황소, 물병이 되어 당신의 잠자리를 유년 시절의 어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마지막은 고독하지만
다 함께여서 괜찮은 꿈을 꾸다”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외에도 테너 고우림이 부르는 ‘백만 송이 장미’는 웅장한 슬픔을 보여주며, 곽진언
이 부른 노래도 올해의 여름밤을 충분히 기억하게 만들 만하다.

느 밤처럼 포근하게 감쌀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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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팡팡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제안을 위해 이종근 사원이
직접 제작한 시제품들

▲손목밴드를 덧댄 시험용 가운

▲안전 스냅단추를 부착한 시험용 가운

▲2차 시험용 트레이

▲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트레이

1분기 제안왕_
수도권북부본부 이종근
글 정용환
사진 조일권

First Mover를 지향하다

만 더 나은 답을 늘 찾도록 노력하는 이런 수도권북부본부의

과 안전성을 고려해 새로운 시험용 가운도 제안했다. 여러

1분기 동안 6개의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작은

전반적 분위기 덕분이었다며 이종근 사원은 본부의 모두에

가지 소재를 샘플로 테스트해보며 30수 면혼방원단을 사용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습관에서 비롯한다. 그는 업무

게 고마움을 전했다.

해 정전기를 줄였고, 손목밴드를 만들어 동작의 효율성도 높
였다. 가운의 단추도 안전 스냅단추를 사용해 유해물질로부

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업무를 개선
할 수 있는 힌트가 담긴 질문들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대국민 홍보에서 실험실까지, 제안의 경계는 없다

터 좀 더 효율적으로 몸을 보호하면서도 편리성을 높였다.

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종근 사원의 제안은 장르를 넘나든다. 웹상에서 한국석유

석유사업자가 수급거래 대표전화번호를 검색사이트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본부가 답을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관리원을 제대로 홍보하는 일부터 관리 업무 그리고 실험실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결과문구 개선, 석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이끌어주는 분위기

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디테일함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팝업

입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

책상·실험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창에 공지하자는 아이디어는 생각의 폭이 한국석유관리원을

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창의적인 과정 속에서 기존

ERP 재고와 지출결의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

넘어 고객의 입장에까지 뻗어 있음을 보여준다.

에 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답을

템 개선안을 내놓는가 하면, 시험용 트레이나 가운의 개선

그는 최근 참석한 한 전시회에서 본 장비들을 토대로 이동실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사원은 ‘Fast

안도 제안했다. 시험원이 2차 시험(동점도, 밀도, 유동점)을

험실 차량의 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라

이 영화의 광고 카피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Follower가 아닌 First Mover’를 추구하는 수도권북부

위한 시료 샘플링 후 각각의 셀을 들고 다니면서 시험을 하

고 했다. 그는 반드시 이 문제의 답도 찾을 것이다. 사소한

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본부의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2차 시험용

의문점도 놓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늘 더 나은

답에 이르렀을 때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그냥 하자’라고

트레이 제작’이나 인화점시험기기의 안전을 위한 ‘펜스키

답을 고민하는 이종근 사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석유

하지 않고 제 아이디어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

마텐스식 밀폐컵 트레이’는 본인과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

관리원이 보다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수많은

고 도움을 주셨죠.”

로 좀 더 나은 시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민한 결과 나온

답도 찾아낼 것이다.

기존에 있던 답을 빨리 배워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아이디어다. 트레이뿐만이 아니다. 시험원의 동작 효율성

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몇 년 전 크게 이슈가 된 영화 한 편이 있다.
‘인터스텔라’다. 영화 내용만큼 크게 회자됐던 것이

다. 영화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이 문구는 1분
기 제안왕에 등극한 수도권북부본부 이종근 사원
을 가장 잘 수식하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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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Photo Talk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매호 주제와 딱 맞는 K-Petro인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산책
길입니다. 엄마 말을 반대하는
청개구리는 산으로 가라면 냇
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면 산으
로 갔죠. 저도 그 개구리처럼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
요. 개구리 동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후회가 밀
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은
하지 마세요. 진짜 도전은 자
신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들려주는 한 장의 사진 에세이를 소개한다.

석유기술연구소 석유에너지팀

K-Petro인들의 이야기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진 한 장. 시간이 흘러도
사진과 글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우리의 추억을 소환한다.

영남본부 신청사 준공식을 얼마 전 가졌습니다. 신청사로 출근할 때마다 감
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건설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었거든요. 여느 직원들
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시험 업무를 주로 하던 사람이 부지매입부터 건설과
준공식 행사까지 하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 참 뿌듯합니
다. 제 인생에서도 큰 도전이었지만, 이제 이 신청사를 기반으로 석유관리원
도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겠죠. 그 도전으로 가짜석유 없는 클린 대한민국
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남본부 검사1팀 주영준 과장

임의순 팀장

‘새로운
도전’

늦은 나이(?)에 혼자서 외국 생활
을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 언어생활이
걱정되고, 고향의 늙으신 부모님,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 그래도 지
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았죠. 두
렵고 떨리던 마음으로 시작한 일
본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갑
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여러
분도 올 한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심이 어떨는지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파견 근무)
강대혁 부장

8월이면 정말 마흔. 내가 사십대가 된다는 게 어색하고 두려
워 아직 만으로는 삼십대라 우기며 한 해를 보냈으나 이제
꼼짝 못하게 만으로도 마흔이 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마음
을 다잡고,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사십대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운동, 매일 한 시간 이상 걷기. 인생 처음으
로 도전한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비 오는 날까지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킨 덕에 나에겐 좀 더 가
벼워진 몸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를 지켜준 고
마운 운동 친구를 소개합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음악을 제
공해준 휴대폰&이어폰, 힘을 보태준 귀요미 아령, 의지를 심
어준 체중계. 이제 남은 한 달은 물론, 건강한 사십대를 위해
계속 친하게 지내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이혜진 대리

?

다음 호 주제는?

127호: 내가 바로 전문가

I

128호: 최고의 파트너

※ 선정된 사진은 2019년 관리원 캘린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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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만나보는 <K-Petro>는 섹션을 구분하여 듀얼 커버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뒤에서부터 읽어주세요!

ENJOY
K-Petro 우체통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아래 점선을 접어 풀칠해 주세요.

우체통으로 온 애독자 편지

다른 그림 찾기

K-Petro 매거진은 애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합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애독자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진 A와 B를 비교해보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해주세요. 다른 곳은 총 5군데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편지가 소개된 분들께 K-Petro 매거진 125호에 소개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
희
전
시
주
청
북
충
표지에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네요. 내용 중 ‘4차 산업
혁명과 신재생에너지’가 유익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바꿔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것은 결국 에너지
였다는 것에 공감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석
한
조
시
부
정
의
기
확 바뀐 K-Petro 매거진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세련
경
된 디자인과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워진 기사들에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섹션을
구분한 듀얼 커버북이 마음에 쏙 듭니다. 항상 독자들
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편집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
병
이

구
원
노
울 ‘에코 드라이브-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자’
서
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에너지 절약의 최고는 마음먹기라는 데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에코 드라이브 습관을 길러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도 절약하는데 앞장서리라 다짐해봅니다.

윤

기
경

90

빈
성

시
천
부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 직장 새내
기인 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기사
를 통해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
서 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상대방도 배려
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으니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기사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
기
경

시
남
성

랑
이
정

‘충북본부와 떠난 단양여행’을 재밌게 봤습니다. 일터
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함께 하며 더 좋은 의견을 내며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더불어 하하
호호 하면서 재충전도 하고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경유차의 미래, 석유보일러 관리 팁 같은 기사도 부탁
드립니다.

양시
고

<A>

<B>

아래 질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더 알찬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코너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
이

도
기
경
‘업사이클링과 이노베이션에 대한 단상’ 기사 잘 봤습
니다. 최근에 이제는 리사이클링이 아닌 업사이클링
이 대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소방복으로 만든 가방
을 봤는데 그 의도나 목적이 좋아서 의미가 컸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 특히 사라질 때 또 다른 자원을 사용해
야하기 때문에 악순환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의
선순환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Petro 매거진>에서 기사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점선을 접어 풀칠해 주세요.

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보내는 사람

발송유효기간
2018.4.1 ~ 2018. 12.31

이름

서초우체국 승인
제41418호

가족일 경우 사우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또는 소속)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5 리우빌딩 B1

나로네트웍스 <K-Petro 매거진> 편집실
이 엽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엽서 또는 이메일(News@kpetro.or.kr)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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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유 수급 및 유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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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저온특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우리나라 도입 현황

차량 저온 성능평가 연구

싱가포르에서 에너지를 배우다

에너지는 지금!

북한 석유 수급 및 유통 현황

께 백마연유창, 와우도연유창, 문천연유창 등 전국의 3개 연유창에 저장

제공받아왔다. <표2> 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현대적인 대규모 석유화학

되었다가 각각의 배급처로 유통된다. 정제시설의 경우 중국과 구소련이

시설로서 봉화화학공장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

지원원유를 정제하기 위해 지어준 봉화화학공장과 승리화학공장 두 개

산하고 있다.

가 있으며, 그 외 제2차 가공을 하는 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있다. 봉화
화학공장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승리화학공장은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2-2 석유수요

에 있으며, 정유설비도 중국산과 구소련산 원유에 맞게 각각 설계되었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석유소비제한 정책기조를 유지

다. <그림1>

해왔으며, 이에 따라 석유 소비는 주로 발전용 및 군수용에 집중되어 있

승리화학공장은 러시아산 원유공급 중단에 따라 가동률이 낮거나 가동

고, 일부만 산업용으로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석유소비는 거의 불가능하

또 남한의 1차 에너지 석유 공급량은 111,108천

이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봉화화학공장은 1996년까지 연간 100만 톤이

였다. <표3>

TOE1로서 전체 에너지 공급의 40.1%를 차지하였

넘는 원유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이후에도 연간 43만~50만 톤 규모로

특히 산업용 석유소비를 억제하여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석탄을 사용하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이지은 사원

1. 서론
지난달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9일 만에 제2차 회담이 긴급히 이루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났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

으나, 북한의 경우 1,170천TOE로서 전체 에너지

될 경우, 석유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산업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 협

공급의 11.8%를 차지하는 등 석유보다는 석탄과

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석유에너지 통일에 대비

그림 1. 북한의 주요 석유 산업시설

수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2 한편, 원유의 대

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북한 석유산업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될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며3, 수입량은 연간 평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파악된 북한의 석유수급과 석유산업, 그리고 유통실태에 대

승리화학공장

약 52만 톤 정도다. 공식적인 수입경로는 중국 단

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과 연결되어 있는 조·중우호송유관을 통해 운
반되는 경로와 서해안 남포항 및 해주항을 통한
중국 석유제품 수입경로가 있다. 송유관을 통해

2. 석유제품 수급현황

백마연유창

운반된 석유는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되고, 기타 수입된 석유제품과 함
봉화화학공장

2-1 석유공급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한 유엔안보리의 본격적인 대북 원유공급 제

1.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로 환산한 단위

한은 결의안 2375호(2017.9.11.)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

2.	2016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경우 석탄 27.7%, LNG
15.4%, 원자력 11.6%, 신재생 4.6%, 수력 0.5%이며, 북한의 경우 석탄
43.2%, 수력 32.3%, 기타 12.7%로 파악됨

의 원유 수입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함과 동시에 석유제품의 수입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2017년 12월
23일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석유제품 수입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2017년 통계청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남한의 원유

청년화학련합기업소
조·중우호송유관
문천연유창

3.	정제능력(BPSD, Barrel per Stream Day): 연간 총 처리물량을 연간 실지 가
동 일수로 나눈 값

와우도연유창

4.	석유제품 중국 의존도는 2014년 84.3%, 2015년 70.7%, 2016년 98.2%로
최근 증가하였음

출처 구글맵(※북한은 지역정보가 거의 없음)

수입량은 북한의 278배에 달하며, 정제능력은 약 43배에 달한다. <표1>
표 1. 연도별 남한과 북한의 원유수입량 및 정제능력 비교

표 2. 북한의 석유정제시설 현황

표 3. 석유제품에 따른 공급 및 수요(2013년)

남한
연도

2010

원유수입량
(천배럴)
872,415

북한
정제능력
(천BPSD4)
2,845

원유수입량
(천배럴)
3,870

시설
정제능력
(천BPSD)
70

봉화화학
공장

연간
정제능력

150만 톤
(3.1만b/d)

건설시기

협조국

1979년 9월 1기
100만 톤/연 건설완료, 가동
중국

합계

수출

내수공급

휘발유

43,130

43,130

등유

15,779

15,779

내수구성비

56,366

99,496

18%

15,779

3%

105,029

19%

58,910

58,910

58,910

11%

70

납사

104,670

104,670

104,670

19%

중유

99,936

99,936

99,936

18%

3,856

70

2012

947,292

2,949

3,834

2013

915,075

2,949

4,237

70

2014

927,524

3,009

3,885

70

2015

1,026,107

3,059

3,885

70

2016

1,078,119

3,059

3,885

70

승리화학
공장

200만 톤
(4.1만b/d)

1973년 9월 1기
100만 톤/연 건설완료, 가동
구소련
1977년 2월 2기
100만 톤/연 건설완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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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0

내수합계

140,437

2,934

128,307

제품수입

경유

927,044

1979년 50만 톤 증설

4

원유정제

항공유

2011

출처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 2017)

연도

프로판

5,260

221

5,039

부탄

13,675

2,963

10,712

기타

44,182

230

43,952

합계

525,979

131,721

394,258

92,899

1,334

6,373

1%

10,712

2%

2,973

46,925

9%

153,572

547,830

100%

출처 통일대비 에너지 부문 장단기전략연구(1차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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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수송용 연료는 석탄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워 석유소비의 많

만 평양과 주요 도시에 직영 주유소(스탄다)를 운영하여 수입비용의 일

은 부분을 수송용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소비 구성을 본다면 휘

부를 회수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합법적인 석유소비는 스탄다를 통

발유나 경유가 비중이 큰 편이나, 주로 철도수송을 이용하므로 그 양은

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북한 당국도 주유소를 시중의 자금회수 방편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인식해 그 수를 늘리고 있다. 주유소 업소 수는 2016년 82개 업소에서

그림 3. 북한의 주유소 전경

표 4. 연유장사 유통 석유의 출처
석유의 출처
각급 기관 및 기업소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6 <그림3>
군부대

3. 석유제품 유통현황


산하 삼마무역회사 60%, 중앙당39호실 산하 대흥지도국 15%,
5. 원유공업성
인민무력부27부 산하 강성무역회사 20%, 4·25체육단 산하 붉은별무역회
사 5%로 각각 배분됨

북한의 석유유통은 크게 공식과 비공식 경로로 구분된다. <그림2>
3-1 공식 경로

연유창, 저장소


산하 삼마스탄다는 전국 주유소의 약 65%를 차지하며, 그 외에
6. 원유공업성
부흥스탄다 20%, 강성스탄다 10%, 붉은별스탄다 5% 차지

공식 경로는 국가배급제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가공하여 각
기관 및 기업소, 군부대, 체육단, 주유소 등에 배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홋카 연유

유통경로
– 당국에서 배급받은 석유
– 석유제품 책임자와 기관의 장이 유출
– 군부대에 배분되는 강성석유
– 훈련시간 조작 등을 통한 유출
– 석유제품 책임자와 기관의 장이 유출
– 돈주들이 러시아 나홋카에 인력을 파견,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불법 수입

기업소

원유공업성이 수요를 취합하여 소요 물량을 파악, 석유확보계획을 수립

밀수

하고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3-2 비공식 경로

석유수입 계획이 확정된다. 이후 중앙당 종합지도국의 비준을 거쳐 국

비공식 경로는 주로 주요 항구들과 내륙도시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

영 무역회사에 물량을 배분5한다. 원유공업성 산하 삼마무역회사는 중

지는 밀수를 의미하나 군부대, 기업소에서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판

앙기관 및 시도에, 중앙당39호실 산하 대흥지도국은 중앙당에, 인민무

매·구입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불법 석유들은 시장에서 연유장사

력부27부 산하 강성무역회사는 군부대에, 4·25체육단 산하 붉은별무

들에 의해 민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최근 북한의 민간 수송분야에

역회사는 체육단에 각각 석유를 공급한다.

서 석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

한편, 국영 무역회사들은 기관 및 기업소 등에 석유를 배분하기도 하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4>

(각 기업, 광업, 농업,
수산업 등)

민간수입업자 밀수

출처 연합뉴스

– 생산물을 중국 등 외국(국경, 선박 등)에 제공하고 석유 확보

– 소형 선박으로 밀수(주로 공해상에서 거래)
– 수입 선박의 빈 공간에 불법적 물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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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비합법적인 소규모 주유소 및 저유시설 증가에 따른 문
제는 저품질 석유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이다. 민간 시장에는 다음과 같
은 세 종류의 석유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정제되고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석유, 차량 등에 한 번 이상 주입한 석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석

그림 2. 북한의 석유제품 유통경로

유를 섞거나 물이나 파라핀과 같은 다름 첨가물을 섞

으나, 경유에 폐윤활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 그

4. 결론

외에도 폐항공유와 사용되지 않은 항공유를 섞어 재

한국은 석유제품이 주요 수출품으로 세계적인 석유제품 수출국가인 반면, 북한

정제한다거나 등유를 가열해 경유를 얻기도 한다.

은 외국산 에너지 수입억제정책 및 석탄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로 인해 석유산

체육단

각급 저유소

율적으로 북한의 석유산업을 현대화하면서 남북의 석유산업을 통합하는 일이

유출

유출

시,군급기업
배분
유출

연유장사
공급

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통일 후 국내 석유산업이 겪게 될 가장 큰 도전은 효

연유창

도급기업

배분

시,군(행정위원회)

군부대

유출

배분

유출

도(행정위원회)

은 석유다. 주로 휘발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경우가 많

공급

중앙당

공급

중앙기업

유출

배분

유출

중앙기관

(4.25체육단)
붉은별무역회사
수입·배분

수입·배분

수입·배분

수입·배분

(인민무력부27부)
강성무역회사
수입·배분

(중앙당39호실)
대흥지도국

원유공업성

당국의 공식 공급물량은
연유창(백마, 와우도,
문천 등)에 저장되고
소비단위들은
연유창에서 분배받은
만큼 공급받음

판매
공급

소비자

밀수

될 것이다.
남북 석유산업 및 소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저
한 현황 및 수급예측이 가장 먼저 요구되며, 이후 북한의 석유수요 확산에 따른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석유 가격정책, 유종별 품질기준 등의 확립은 필
참고자료

수적이다. 현재 북한에는 가짜 석유 제조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남한과의 가격

•강성현, 북한 민간 에너지 시장에 관한 연구

차이가 있을 경우, 가짜석유의 불법 유통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남한으로 유입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김경술, 북한 석유부문 실태와 국내 석유산업의
대북한 미래 전략(한국개발연구원, 2016)
•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한국개발연구원, 2017)

판매

•김경술, 통일대비 에너지 부문 장단기 전략연구
(1차년도)(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삼마스탄다

부흥스탄다

강성스탄다

붉은별스탄다

•박종철, 중국의 대북 원유 무역과 북한의 석유산업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석유품질 관리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대
책 마련을 통해 한반도 통합석유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내 탐사·정제 기술 도입
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 정부 및 석유산업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남북한 석
유에너지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북한연구학회, 2016)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 2017)
출처 북한 석유부문 실태와 국내 석유산업의 대북한 미래 전략(한국개발연구원, 2016) (※검은 선은 공식유통경로, 붉은 선은 비공식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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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TRO LAB

시험기기 시리즈 (5)
경유 저온특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유동점 자동시험방법 현황>
구분

Pressure Pulsing Method

Auto Tilt Method

Air Pressure Method

ASTM D5949

ASTM D5950

ASTM D6749

50 - 12a

글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정성 과장
LID

L : Light Emitter
R : Light Receiver

opitical detectors
lens

일반적으로 경유는 매우 다양한 탄화수소 물질들로 구성된 넓은 비

다. 비점범위가 좁은 연료는 담점 이하로 연료온도가 낮아지면 초기

점의 유분들의 혼합물이다. 그 유분들 중 약 20%는 Heavy Paraffinic

왁스 생성률이 매우 높고 왁스 결정의 모양이 무정형으로 불규칙한

Hydrocarbons이며 냉각하였을 때 결정화가 잘되는 물질이다. 일반

경향성을 띤다. 특히, 한국에서 경유에 혼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은

적으로 탄화수소 물질은 파라핀 사슬이 길어질수록 결정화되는 온도

경유의 저온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바이오디젤의 주요성분인 지

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방산메틸에스테르(FAMEs)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쉽게 고

이러한 결정들은 초기에 아주 작은 형태로 유분 속에서 확산이 잘되

체가 되고 분자구조상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보다 높은 녹는점

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유분 속 다른 성분들의 영향을 받아 점

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점 커지면서 덩어리가 된다. 이런 현상은 자동차 엔진 구동에 영향을

경유의 저온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는 CP(담점), PP(유

미친다. 엔진 및 자동차 제조사는 저온 환경에서 자동차 운행 최적화

동점), CFPP(필터막힘점), LTFT(저온유동성)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를 위해 지속적으로 엔진 성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연료의 특성때문

담점, 저온필터막힘점, 유동점 순으로 낮은 측정온도를 보인다.

에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엔진 제

유동점(PP, Pour Point)은 시료를 45℃로 가열한 후, 시료를 교반하지

조사들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러므로 연료생산자는 연료의 특성

않고 규정된 방법으로 냉각했을 때 시료가 유동하는 최저온도로, 시

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료가 유동하지 않는 응고점보다 3℃ 높은 온도를 말한다. 연료유의 온

경유 속 파라핀 화합물은 특정 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

도가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굳어져 흐르지 않게 되어 저장, 수송,

중의 일부 구성물질 때문에 왁스가 생성된다. 왁스 생성은 자동차 연

취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이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한다.

료공급 시스템의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료의 저

해당 시험방법은 KS M ISO 3016, ASTM D97, JIS K 2269 등이 있으

온특성은 왁스가 생성되는 온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연료의 온

며 시험절차는 시험관에 채취한 시료 45ml를 45℃로 가온한 다음에

도가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첫째, 왁스분이 육안으

규정된 방법으로 냉각하고 시료의 온도가 3℃ 내려갈 때마다 시험관

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둘째, 왁스분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을 냉각 중탕에서 꺼내어 기울였을 때 시료가 5초간 전혀 움직이지 않

연료공급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셋째, 연료 전체가 겔(반고체)화가

을 때의 온도를 읽어 이 수치에서 3℃를 더한 것을 유동점으로 한다.

된다. 일반적으로 종말점이 높은 연료는 그만큼 많은 탄소수를 가진

유동점 시험방법 중 자동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ASTM D5949

파라핀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저온특성이 열악하며, 연료의 비점범위

「Pour Point of Petroleum Products(Automatic Pressure Pulsing

가 좁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겔화가 일어나므로 저온특성이 열악하

Method)」는 시료의 유동여부를 시료표면에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시

L

R

reflected beam

시험방법

L
R

O-ring
seal
light source

purge
gas

L

purge
gas

R

CHAMBER

pressure
pulse
nozzle

specimen cup temperature
sensor

Petier device

heat sink with
liquid or air cooled medium

<유동점 및 담점 시험기기 구성도>

Vertical position
during the test

Tilting Test
specimen is liquid,
beck to
the vertical position

specimen is solid,
no movement is detcted.
POUR POINT
=
Sample Temp. +3℃*
*When 3℃ test interval is selected

FIG. 1 Optical Detction System

<유동점 및 담점 시험기기>

<연료 필터 내 왁스 생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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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표면에 빛을 쏴서 반사되는 빛의 각도가 일정한가를 측정하는 방

을 때 압력의 방향대로 시료가 이동할 것이며, 반대로 유동이 없으면

서 처음 소개된 이 시험방법은 1960년대 유동성 향상제와 유럽산 동

야한다고 가이드하고 있다. 경유의 저온 유동성 기준은 연료가 사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료의 유동이 있으면 반사되는 빛의 각이 일정

압력을 가하더라도 시료는 움직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절기 경유를 조합시키면서 트럭 분사장치 60메시(251㎛) 프리필터의

될 계절적·기후적 요구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 경유의 저온 유동

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유동이 없으면 반사되는 빛의 각이 일정

담점(CP, Cloud Point)은 연료의 구성성분 중 파라핀 성분이 왁스

막힘 한계를 구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방법으로 주로 유럽 차량에 적

성은 담점, 필터막힘점(CP와 CFPP 사이의 최대 델타) 또는 저온유동

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로 결정화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한다. 경유가 냉각되어 담점에 도

합하게 설정되었다. 필터막힘점 주요 시험방법은 KS M 2411, ASTM

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담점 또는 저온유동성이 사용되면 최대

다른 자동 시험법 중에 하나는 ASTM D5950「Pour Point of

달하면 외관상 구름처럼 뿌옇게 변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석출된 왁

D6371, IP 391, JIS K 2288, EN 116 등이 있으며 시험절차는 45ml

허용온도는 예상 최저 주변온도보다 높게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만

Petroleum Products(Automatic Tilt Method)」인데 이 시험법은 시료의

스의 크기도 작고 양도 매우 적어 사용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지

의 시료를 시험관에 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냉각시키고 온도가 1℃

일 필터막힘점이 저온 유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최대 허

유동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자동으로 기울여 시료에 빛을

속적으로 담점 이하의 온도가 유지될 경우 석출된 왁스분이 연료계

내려갈 때마다 1.96kPa의 감압하에서 눈금간격 45㎛의 여과기를 통

용 필터막힘점 온도는 예상되는 최저 주변온도와 같거나 더 낮게 설

쏘아 회수율(반사각)을 통해 유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

통의 필터나 파이프 등을 막아 연료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된다. 주

하여 시료를 빨아올리고 시료 20ml가 철망 부착 여과기를 통과하는

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담점은 명시된 필터막힘점보다 10℃ 이상

고 있다. 시료의 유동이 있으면 시료를 기울였을 때 시료표면의 방향

요 시험방법으로는 KS M ISO 3015, ASTM D2500, JIS K 2269, EN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온도를 필터막힘점

높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 최저 주변온도가 32℃라고 한다면

은 그대로일 것이며 반대로 유동이 없으면 시료표면의 방향이 기울

23015 등이 있으며 시험절차는 시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냉각하며

으로 기록한다. 첫째, 흡인 개시에서 시료가 피펫의 눈금에 달할 때까

필터막힘점은 32℃ 이하로 설정하고 담점은 22℃ 이하로 설정하는

이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시험관의 밑바닥에서 시료의 흐려짐이 처음 발견될 때의 온도를 담

지의 시간이 60초를 넘었을 때, 둘째, 시료가 철망 부탁 여과기를 통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자동 시험법 중에 하나는 ASTM D6749「Pour Point of

점으로 기록한다.

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셋째, 피펫 눈금에 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60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경유의 저온특성 기준으로 유동점(PP)과 필터

Petroleum Products(Automatic Air Pressure Method)」인데 이 시험

필터막힘점(CFPP, Cold Filter Plugging Point)은 규정된 방법으로 시

초 미만이어도, 피펫 내부를 대기압으로 되돌렸을 때 시료가 시험관

막힘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상대적으로 큰

법은 시료의 유동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 공기압을 주입

료를 냉각하면서 눈금 간격 45㎛의 철망을 통하여 여과했을 때, 시료

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다.

지리적 영향으로 계절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유동점

하여 시료가 밀려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여 시료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20ml의 여과시간이 60초를 넘었을 때의 온도 또는 시료가 철망 부착

저온유동시험(LTFT, Low-Temperature Flow Test)은 1℃/h로 연료

의 경우 품질기준은 0℃ 이하이며, 필터막힘점은 –18℃ 이하인데 유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시료의 유동이 있으면 시료에 압력을 가하였

여과기를 통과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온도를 말한다. 1965년 유럽에

를 냉각하며 17㎛ 필터에 시료를 통과시켜 60초 내에 시료의 90%가

동점의 경우 겨울철(10월~다음 해 3월)은 –18℃ 이하, 혹한기(11월

통과하지 못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사

15일~다음 해 2월)는 –23℃ 이하로 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필터막힘점 시험기기 구성도>

<저온 유동성 시험기기 구성도>

용하는 대형트럭(heavy duty truck)의 연료시스템을 모사하였다. 규

있으며 필터막힘점도 특정기간(11월 15일~다음해 2월 15일)에 한정

격화된 시험방법은 ASTM D4539다.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연료의 저온성능은 차량의 안정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우리나라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2014년에 유동점의

적정한 기준을 세워 규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의 모델은 먼저

혹한기 기준을 신설하여 한겨울의 자동차용 경유 저온특성 기준을

세계연료헌장(World Wide Fuel Charter)을 들 수 있다. 세계연료헌장

강화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경유의 저온특성은 휘발유의 증기압과

에서는 경유의 저온특성의 기준이 되는 CFPP(필터막힘점), LTFT(저

함께 국가(지역)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연료의 품

온유동성), CP(담점)가 예상되는 기온의 최저값과 동등하거나 낮아

질기준이라 할 수 있다.

<석유제품 저온특성 시험방법>
구분

규격번호
KS M 2411
ASTM D6371

필터막힘점(CFPP)

IP 309
JIS K 2288

<필터막힘점 시험기기>

<LTFT 시험기기>

EN 116
KS M ISO 3015
ISO 3015

담점(CP)

ASTM D2500

저온유동시험(L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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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est Method for Cold Filter Plugging Point of Diesel and Heating Fuels
Diesel and domestic heating fuels-Determination of clod filter plugging point
Petroleum products-diesel fuel-Determination of cold filter plugging point
Diesel and domestic heating fuels. Determinatin of cold filter plugging point
석유제품 - 담점 시험방법
Petroleum products-determination
Standard Test Method for Cloud Point of Petroleum Products

JIS K 2269

Test methods for pour point and cloud poin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EN 23015

Petroleum products, Fuel oil, Liquid fuels, Temperature measurement, Cloud point, Mineral oils, Reproducibility

KS M ISO 3016

유동점(PP)

규격명
경유의 필터막힘점 시험방법

ISO 3016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
Petroleum products-Determination of pour point

ASTM D97

Standard Test Method for Pour Point of Petroleum Products

JIS K 2269

Test methods for pour point and cloud poin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ASTM D4539

Standard Test Method for Filterability of Diesel Fuels by Low-Temperature Flow Test(L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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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ERGY

석유제품에 사용되는
식별제 및 우리나라 도입 현황

<식별제 작용 예시>

구분

반응 전

반응 후(발색제 첨가 후)

글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 강염석 팀장

10∼50%
등유혼합 경유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가 2018년 4

10%

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식별제가 추가로 도입되게 된다. 신규 식

20%

30%

40%

50%

10%

20%

30%

40%

50%

별제는 미국 Dow Chemical사의 ACCUTRACETM S10 Fuel Marker 제품으로 등유와 부생연료
유1호에 각각 10mg/L 이상 첨가되며, 정유사 등 생산단계는 11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유통단
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품 특성상 다른 제품과 혼합 시 구별이 어렵고,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국가
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짜경유의 불법유통 예방과 효과적 단속을 위해 현장에서 가짜경유의 원료로

세계 주요국들의 식별제 사용 사례를 보면, 우선 유럽 EU 국가는 비수송용연료인 ‘gas oil’에

사용되기 쉬운 등유와 부생연료유 1·2호 제품에 식별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하고 있다. 현

Euromarker(solvent yellow 124)를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 하고 있다. Euromarker는 우리나라

재 사용되고 있는 식별제는 200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 UCM(United Color

가 사용 중인 식별제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식별제’로서 염산과 같은 산성용

Manufacturing Inc.)사의 UnimarkⓇ1494DB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정 발색제 시약을 투여

매 시료를 연료에 투여하면 밝은 적색을 띠게 되고 적색의 정도를 분광광도계로 분석하여 비수

하면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현장에서 발색제 투여만으로도 경유에 등유 등의 혼합여부를 즉각

송용연료의 불법 혼합여부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식별할 수 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도 가짜경유 방지를 위해 A중유와 등유에 ‘coumarin’이라는 식별
제를 첨가하고 있다. coumarin은 ‘물리적 식별제’의 대표적 제품인데 주요성분이 카르보닐 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다양한 용도로 식별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석유

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카르보닐 화합물은 중-적외선, 특히 1500-1900cm-1의 파장영역에서
매우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흡광도의 강도를 분석하여 경유제품에 A중유나 등유의
불법 혼합여부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면세경유(solvent red 164)와 등유(solvent red 24)를 수송용 연료와 쉽게 구별하기 위
해 dye 형태의 육안 식별제를 투입하고 있다. 또 태국은 수출되는 모든 석유제품에 식별제를
첨가하여 수출된 석유제품이 자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식별제는 유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석유제품이 생산 공장에서 출하된 정품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정유사 등에서도 자사제품
확인 및 유통관리를 목적으로 식별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처럼 가짜석유 유통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비수송용 경유와 등유에 3~4개의

<Euromarker, (Solvent Yellow 124) :
산성물질의 발색제 투여 시 적색으로 변화>

Et
N
N=N

식별제를 첨가하고 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군대조직(IRA)이
O

CH2CH2O

들어 가짜 석유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더욱이 이

CHCH3

Yellow

N=N

12

해산하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가짜석유 불법 제조사업에 뛰어

C4H9
HCI

들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식별제를 활성탄

Et

이나 백토 등으로 제거하여 식별제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

N
CH2CH2OH
N

자 영국 정부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식별제를 검토하기 시작하

Red

여 2015년부터 기존 식별제군에 신규 식별제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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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아일랜드의 식별제 사용현황 및 용도>
국가

유종

비수송용
경유
영국

등유

비수송용
경유

식별제

첨가량

사용용도

Accutrace S10

2.5mg/L

식별제 제거 차단

quinizarin

1.75mg/L

가짜 석유 용도 사용 차단

Solvent Yellow 124

6.0∼9.0mg/L

유럽국가 의무화

Solvent Red 24

4mg/L

육안 식별

Accutrace S10

2.5mg/L

식별제 제거 차단

coumarin

2mg/L

가짜 석유 용도 사용 차단

Solvent Yellow 124

6.0∼9.0mg/L

유럽국가 의무화

Accutrace S10

2.5mg/L

식별제 제거 차단

Solvent Yellow 124

–

유럽국가 의무화

Solvent Blue 79

–

육안 식별

Accutrace S10

2.5mg/L

식별제 제거 차단

Solvent Yellow 124

–

유럽국가 의무화

Red dye

–

육안 식별

아일랜드

등유

우리나라도 등유에 첨가되는 식별제를 활성탄, 백토, 산처리 등으로 제거한 후 경유에 혼합하
는 가짜경유 적발 사례가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짜석유 유통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적

경유 단속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쉽게 제거되지

발 사례는 전체 등유혼합형 가짜경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않아 그간의 식별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제거사례들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석유관리원은 이러한 적발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새로운 식별제 도입

판단된다.

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식별제 개발회사가 전무하고 미국과 유럽 선진 화학회
사들이 세계 식별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적합한 식별제군을 찾아내는

국제위조방지협회(IACC, International Anti Counterfeiting Coalititon)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이

과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미화 6천억 달러 규모에 상당하는 세계 위조 시장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

또 2010년도 당시에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식별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많지 않아 첨가제

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짜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니즈에 부합한 제품개발이 시작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였다. 2012년도에 이

식별제는 이러한 가짜석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나날이 발전해

스라엘 GFI사의 제품이 식별제 후보군으로 최초 검토된 바 있으나 이 마저도 주요 성분인 브

가는 가짜석유 제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점차 발전하고 있어 향후 각국의 식별

롬의 위해성 문제로 진행과정에서 중단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제 제품 교체 시기도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식별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식별제 시장에 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관련 제품에 대한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 완성된 식별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였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규 식별제는 2014년부터 4년간의 기간 동안 국내 식별제로서의
사용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 유해성 심사,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모두 마친 제품으로 가짜
<연도별 가짜 경유 적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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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등유형 가짜 경유 적발업소

235

285

224

237

218

240

식별제 제거 가짜 경유 적발업소

28

12

16

9

38

21

비율

12%

4%

7%

4%

17%

9%

15

에너지 R&D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품질 특성 및
차량 저온 성능평가 연구
글 한국석유관리원 전철환, 박천규, 임재혁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철균

현재 국내 주유소에서 유통되는 자동차용 경유에는 다양한 원료로 만

차대동력계(chassis dynamometer)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차대동력계

들어진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미세조류 바

시스템은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이 받는 부하를 시험실

이오디젤(이하 BD100)만 혼합된 시료를 조제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에

에서 동일하게 구현해주는 장비로서 정속, 가속 및 감속 시 받는 부하

서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경유(이하 BD0)를 제공

를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구현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차대동력계는

받았다.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BD0는 겨울용

AC 동력계로서 관성중량(inertia weight), 동력흡수계(power absorption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공급받았다.

unit), 제어기(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60℃ 사이의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 평가에 사용된 연료의 바이오디젤 혼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상대습도 40%~60%를 유지할 수 있는 챔버

합 비율은 3 부피%로 하였으며(자동차용 경유 97 부피%–바이오디젤

(chamber) 내에 설치되어 있다. <Table 2>에 본 연구에 사용된 차대동

3 부피%, 이하 BD3), 비교를 위해 BD0에 대한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

력계 제원을 나타내었다.

료로서 식량 자원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관련 작물의 재배 면적을

행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BD0와 BD3는 <Table 1>에 나타낸 시험방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을 평가에 사용된 차량은 배기량이

넓히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문제가 제기

법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저온 시동성

1,995cc이며 정격출력이 184 PS(@4,000rpm)인 산타페(2015년식)를

한정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라 화석연료 고갈

되었다12. 또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및 주행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담점(cloud point)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용하였다(Fig. 1).

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자원과 마찬가지로 대외 환경에 따라 가격
및 수급 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2.2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 평가 시스템

장 기본법┛에 따라 2014년 1월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결하기 위해 식량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BD0와 BD3에 대한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로 정하였으며, 2014년
9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송부문에 신·재생에

바이오디젤 원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조류는 성장 속도가 빠르며, 지질 함량이 높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

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였다1-2.

13-16.

신·재생에너지 중 현재 국내 수송부문에 상용화된 바이오에너지는 바

화탄소 및 물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 연못(pond) 및 바다 등에

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이며, 바이오디젤은 2002년 5월 수도권매립지

서 배양이 가능하다. 또 지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위 재배 면적당 오

를 대상지역으로 ‘시범보급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 7월부터는 자동
차용 경유에 0.5% 혼합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현재는 ┏석유 및

일 생산량은 미세조류 종에 따라 팜유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 1ha당
최대 58,700L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8.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3.0%까지 증가하였다3.

하지만 미세조류에서 유래된 바이오디젤은 미세조류 종에 따라 차이

1. 서론

시험용 차량은 차대동력계에서 실제 도로 상황과 동일한 부하 조건을 설

Table 1. The fuel quality standards and test method of BD100, and diesel

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지질을 생산하며, 광합성은 햇빛, 이산

정하기 위하여 주행저항을 측정(coast-down)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BD100
Property(unit)

Specification

Diesel
Test method

FAME content (wt.%)

min. 96.5

EN 14103

Flash point (℃)

min. 120

KS M ISO 2719

Kinematic viscosity (40℃, mm2/s)

1.9 ~ 5.0

Carbon residue (wt.%)

Property(unit)

Specification

Test method

Pour Point (℃)

max. 0
(winter: max. -18)

EN 14103

KS M ISO 3104

Flash point (℃)

min. 40

KS M ISO 2719

max. 0.1

KS M ISO 10370

Kinematic viscosity (40℃, mm2/s)

1.9 ~ 5.0

KS M ISO 3104

Sulfur content (mg/kg)

max. 10

KS M 2027

가 있으나 바이오디젤을 구성하는 성분 중 저온 연료 물성이 열악한

Distillation (90%) (℃)

max. 0.1

KS M ISO 10370

Ash content (wt.%)

max. 0.01

KS M ISO 6245

바이오디젤은 법적으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

palmitic acid methyl ester(C16:0 FAME)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

Copper strip corrosion (50℃, 3h)

max. 1

KS M ISO 2160

10% carbon residue (wt.%)

max. 10

KS M 2027

로 정의되며4, 촉매 존재하에 유지와 알코올이 반응하여 생성된 지방산

다. 따라서 겨울철에 차량 연료로 사용되었을 때 시동성 및 주행성능에

Cold Filter Plugging Point (℃)

max. 0

KS M 2411

Water and Sediment (vol.%)

max. 0.01

KS M ISO 6245

메틸에스테르(Fatty Acid Methyl Ester, FAME)를 의미한다. 바이오디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Density (15℃, kg/m3)

860 ~ 900

KS M 2002

Sulfur content (mg/kg)

max. 1

KS M ISO 2160

합성에 사용되는 촉매는 원료의 산가(acid value) 등과 같은 특성에 따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배양된 미세조류에서 지질을 추출하여 합성한

Water content (wt.%)

max. 0.05

KS M ISO 12937

Ash content (wt.%)

max. 0

KS M 2411

라 염기 촉매, 산 촉매 및 생촉매 등이 사용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

바이오디젤과 이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연료의 품질 특성 및 차량

Total contamination (mg/kg)

max. 24

EN 12662

된다5-10.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을 연구하였다.

Cetane number

860 ~ 900

KS M 2002

Acid value (mg KOH/g)

max. 0.50

KS M ISO 6618

Total glycerol (wt.%)

max. 0.24

KS M 2412

Copper strip corrosion (100℃, 3h)

max. 0.05

KS M ISO 12937

바이오디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대두유, 유채유, 팜유 및 폐식용유
등이 사용되며, 세계적으로 지역별 기후에 적합한 원료가 사용된다. 북

2. 실험

Monoglyceride content (wt.%)

max. 0.80

KS M 2412

Cold Filter Plugging Point (℃)

max. 24

EN 12662

미 지역은 대두유, 동남아 지역은 팜유, 유럽은 유채유가 주원료로 사

2.1 평가용 연료

Diglyceride content (wt.%)

max. 0.20

KS M 2412

Lubricity (HFRR) (μm)

max. 0.50

KS M ISO 6618

용되며 부족분은 자국의 폐식용유와 동남아시아의 팜유를 수입하여

실험에 사용된 바이오디젤은 우리나라 서해안 영흥도 인근 해양에서

Triglyceride content (wt.%)

max. 0.20

KS M 2412

Density (15℃, kg/m3)

max. 0.24

KS M 2412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 도입 초기에 대두유를 주원료로 사

배양된 미세조류(Tetraselmis sp.)에서 회수한 세포를 동결건조시킨 후

Free glycerol (wt.%)

max. 0.02

KS M 2412

용하였으나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폐

동결건조 균체 5kg에 메탄올 50L와 진한 황산 800mL를 넣고 가열하

Methanol content (wt.%)

max. 0.2

EN 14110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wt.%)

max. 0.80

KS M 2412

식용유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팜유, 팜 부산물 등의 사용이 증가하

여 6시간 동안 환류 교반한 후 냉각하고 여과한 여액을 n-헥산 50L로

(Na + K)

max. 5

EN 14108
EN 14109

max. 0.20

KS M 2412

3회 추출한 후 n-헥산 층을 농축하여 얻은 조바이오디젤을 고진공 하

내 폐식용유가 약 40% 정도다11.

에서 증류한 것으로 인하대학교로부터 제공받았으며, <Table 1>에 나

Alkaline
metals (mg/
kg)

Aromatic hydrocarbons (wt.%)

였다. 2015년 기준 바이오디젤 원료의 비율은 수입 원료가 약 60%, 국

(Ca + Mg)

max. 5

EN 14538

Biodiesel content (vol.%)

max. 0.20

KS M 2412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는 대부분 식용이 가능한 원

타낸 시험방법에 따라 바이오디젤 품질기준 항목을 분석하였다.

max. 10

EN 14107

Cloud point (℃)

max. 0.02

KS M 2412

16

Phosphorus content (mg/kg)

17

Fig. 1. Test vehicle in cold chamber.

Specification
Single Roll 114cm

Inert weight

456 ~ 680kg

Motor

AC motor

Max. speed

200km/h

Speed error

± 0.01%

Torque error

± 0.1%

Blower capacity

63,000ft3/min

Coast down

<1s

10. A. Canet, K. Bonet-Ragel, M. D. Benaiges, and F. Valero, “Lipase-		
catalysed transesterification: Viewpoint of the mechanism and influence
of free fatty acids”, Biomass and Bioenergy, Vol. 85, 2016, pp. 94-99.
11. K. I. Min, C. K. Park, J. K. Kim, and B. K. Na, “Study on Potential 		
Feedstock Amount Analysis of Biodiesel in Korea”, Tra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Vol. 27, No. 4, 2016, pp. 447-461.
12. S. M. Kim, D. K. Kim, J. S. Lee, S. C. Park, and Y. W. Rhee, “Esterification
Reaction of Animal Fat for Bio-diesel Production”, Clean Technology,
Vol. 18, No. 1, 2012, pp. 102-110.

가 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에 기록된 가속 페달 위치

차량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 시험 온도는 국내 자동차용 경유의 유

(accelerator pedal position) 값을 읽어 시동 키 조작 후 가속 페달을 완

동점과 필터막힘점 품질기준 온도인 –18℃와 기상청 자료로부터 최

전히 떼었을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하였다.

근 5년 동안 북부 지방의 일별 최저 평균 온도가 –18.9℃인 점을 고려

저온 주행성능 평가는 <Fig. 3>과 같이 규정된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면

하여 보다 가혹한 조건인 –20℃로 정하였다.

서 차량의 속도가 규정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surge), 연료가

차량 연료에 대한 저온 시동성 및 주행성능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실린더에서 연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현상(misfire) 및 surge

시험방법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

현상 발생 시 규정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속 페달 조작(pedal

는 CEC M-11-T-9117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adjust) 발생 횟수를 분 단위로 기록하여 평가하였다. Surge 현상은

하였다.

OBD에 기록된 차량 속도로 확인하였고, misfire 현상은 엔진 배기매니

평가용 차량의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연료를 모두 비우고 평가 대상 연

폴드에 실린더별로 온도계(K-type)를 설치하여 확인하였으며, pedal

료 40L를 주입한 후 연료 라인 계통에 존재할 수 있는 이전 연료를 제

adjust 현상은 시험 중 운전자가 확인하였다. <127호에 계속>

거하기 위해 연료 탱크 전단의 연료 리턴 라인에서 연료 1L를 빼냈다.
연료 필터 및 엔진 오일(Shell, 0W-30)을 교체하고 차량 시동을 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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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나지 않는 석유강국
싱가포르에서 에너지를 배우다

<분야별 서비스 현황>
구분 상류부문(Upstream) 중류부문(Midstream)

글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 백희연 대리

인트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싱가포르 Stratas Advisors와 상호 정
보 및 인적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2015년 2
월)하고 최신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본 원고에서는 「주요국의 연료품질관리체계」 관련 공
동연구의 일환으로 필자가 3개월간(2017년 9월~12월)
머물렀던 Stratas Advisors 싱가포르 지사에서의 연구원
업무와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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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as Advisors는 세계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데이터분석
등 에너지정보 전문기관이다. 미국(휴스턴) 본사와 싱가포르 및 벨기에에

최고경영자

북미지역 셰일

로 Stratas Advisors가 설립되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1983년 설립된 우리 석유
관리원과 설립연도가 같다.

연료 &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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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atas Advisors 소개
1983년 Hart Energy로 시작하여 2014년 연구 및 컨설팅 기능 강화를 목적으

하류부문
(Downstream)

지사를 두고 남북미, 중동 및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별 석유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세계 석유관련 기업 및 자동차제조사 등의 회
원사를 대상으로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최신 정보제공,

2. 세계 FQMS 운영현황

컨설팅 및 정보공유 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Stratas Advisors 싱가포르 지사에 있는 동안 했던 주요 업무는 해외 주요 국가의 품질관리체

Stratas Advisors에서는 5개의 분야를 1~3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 조사였다. 유럽연합 및 미국 정부 등 주요 국가별 연료유 시장, 품질관리기관 및 범위, 세금

분야별 서비스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체계 등 연료품질관리체계(FQMS, Fuel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조사하였는데 벨기에,
폴란드 등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로 작성되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만 주어진 과제를 완료한 후 보람을 느꼈다. Stratas Advisors 직원들의 도움도 컸다. 그들이 자
료를 찾는 방식은 간단하다.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모든 자료를 찾는다. 어떻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느냐가 이들의 노하우란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같은 걸 검색하는데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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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Produc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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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천연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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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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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하여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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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바이오연료 및 기타
대체연료와 관련, 연료혼합
및 수송 분야

정치, 경제 및 규제동향
파악, 미래에너지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 분야

는 자료가 달랐다. 각 지역별·분야별 담당자가 있고 해당 분야의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해당 국가의 정부, 법률 및 관련 정책 분석 등을 통해 모인 자료는 전문적일 수밖에 없다. 수년
간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Stratas Advisors의 정보력은 우수하다.

FQMS(연료품질관리체계)의 주된 목적은 환경적·기술적으로 정해진 연료의 품질이 정해진 기
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즉, 사용된 연료가 차량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대기질
5개 분야, 1~3명의 총괄담당자로 구성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크기, 지방 정부의 역할,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국
가 자체의 FQMS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국제 에너지 포럼>

국가별 FQMS를 보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러시아, 한국, 미국은
공통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불가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모든 연
료 공급망에서 품질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다른 16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
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네덜
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홍콩, 일본, 카자흐
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은 주유소에서만 테스트한다. 또한 아이슬란드, 인도, 몰도바, 스페인 및 스웨덴과 같은 소수

<Stratas Advisors 싱가포르 지사>

20

의 국가는 정유소 또는 수입 터미널에서만 테스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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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은 러시아의 경우 정기검사는 매주, 격주, 매월, 분기 등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일부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환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국가는 우리나라의 수시검사와 같이 무작위 검사를 수행한다(예 : 호주, 벨로루스, 키르기스스

없으며,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탄,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미국, 우즈베키스탄). 브라질은 한 달에 21,000개 샘플을 채취하는

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데 연간 약 252,000개 샘플을 채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는 물류, 관광, 상업, 금융이 발달한 소비경제 국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계지로

호주, 브라질, EU-28, 카자흐스탄, 케냐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험 결과를 공개한다. 연료

서의 입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날 매력적인

품질모니터링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집행 시 처벌과 벌금을 두고 있다. 실형이나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인프라,

사업정지, 사업취소,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금융효율성 등이 외국인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 대다수

대부분의 국가의 검사기관은 자체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공인시험실 또는

가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SGS, Intertek과 같은 독립적인 시험실을 사용하거나 정제업자의 시험실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
록 한다.

4. 사자의 도시 싱가포르

연료 품질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는 휘발유에서 납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관련된 최초 기록은 3세기경으로, 중국 상인들에 의해 ‘반도 끝의 섬’(an island at

노력할 것이고 어떤 국가는 나라간 국경이 인접해 있는 경우 밀수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he end of the peninsula)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13세기 수마트라의 Srivijayan

따라서 FQMS가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등 주요 현안 사항을 파악해

왕조의 왕자가 싱가포르에서 사자를 목격하고 ‘싱가푸라’(사자의 도시)라고 명명했던 것이 싱

FQMS의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포르 국명이 되었다. 싱가포르의 유래인 사자와 함께 해양국의 의미를 합성해 멀라이언

위) 싱가포르 오일허브
아래) 주롱섬 석유화학단지

(Merlion)을 상징물로 만들었는데 엄마, 아빠, 아기 멀라이언이 있다. 많은 사람이 기념사진을

3. 싱가포르 오일허브
* SPC(Singapore Refining Company Chevron): 		
PetroChina와 Caltex의 합작 회사

찍는 엄마 멀라이언은 물을 내뿜고 있고 근처에 작은 아기 멀라이언이 있다. 아빠 멀라이언은

1981년 오일 무역을 시작한 이래 현재 대규모 해양 벙커링 항만을 운영하는 세계 3대 오일허
브로 발전하였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거래 허브 중 하나로 중동의 원유 대
부분이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 일본 및 한국으로 인도되고 있다.

센토사섬에 있는데 여긴 전망대로 입장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다. 현지인 말로는 멀라이언 가
위) 엄마 멀라이언
아래) 아빠 멀라이언

족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아빠는 돈을 벌러 센토사섬에 와 있는 거라고 한다. 싱가포르에 간다
면 이 멀라이언들을 모두 만나보길 바란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제, 저장 및 유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 남부의 주
롱섬은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다. 석유화학단지인 주롱섬에 BASF, Dupon, Shell, Exxon Mobil,

5. 싱가포르의 언어 ‘싱글리시(SINGLISH)’

Mitsui Chemicals, Chevron Philips 등 95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ExxonMobil은 세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 싱가포르에 가면 중국인·말레이인·인도 유럽계인 등 다양한 인

계 최대 복합화학 및 정제시설을 싱가포르에 보유하고 있고, 핀란드 에너지회사인 Neste에서

종을 만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를 사용하며,

는 세계 최대 신재생 디젤(Renewable

Diesel)1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과 행정, 교육 분야에서 영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는 3개의 정제공장에서 하루 약 138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원유 및 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분명 영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말이지 하고

스를 수입하고 있고 1차 에너지 공급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천연가스다.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발음 때문이다. 한국에 ‘콩

싱가포르는 현재 주요 오일허브로 남아 있으며 향후 LNG 허브로도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석

글리시’가 있듯이 싱가포르에는 ‘싱글리시’가 있다. 싱글리시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유 저장을 위한 지하 터널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도 석유 및 가스산업을 위한 최고의 지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하기보다 그 사람이 속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 문

역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권의 싱가포르 사람을 만나면 중국식 억양에 영어를 사용하고, 아랍권은 아랍 억양으로 사용
하는 등 정말로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접할 수 있다. 그래도 결국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귀를 기

싱가포르는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7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아시아 중심부에 있다. 이러한 지리
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 ,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 및 물류의 요충지로 성장해왔

필자가 3개월간 지냈던 Stratas Advisors에서도 다양한 영어 억양을

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외에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던 상가포르가 1인 GDP 5만 달러가 넘는

접할 수 있었다. LNG를 담당하는 미국 사람, 아시아 바이오연료를

선진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변화·다양화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
<싱가포르 정유사 및 석유 정제시설 현황>

1.	프리미엄 바이오디젤로서, 식물 오일과 폐기된
동물 시장에서 디젤을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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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인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기는 하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도시국가(718.3km²)로 서울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사람 그리고 세계 연료품질을 담당하는 싱가

(627km²)보다 조금 큰 정도의 작은 국가다. 작지만 도시계획이 잘

포르 사람 모두 각자의 문화에 따른 특유에 억양을 가지고 있었다.

되어 있고 치안이 매우 좋아 안전하게 생활하거나 관광하기 좋은 나

다른 인종의 억양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체류 기

라이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살아볼 만한 나라로 추천하고 싶다.

간이 길지 않아 정확히 느낀 건지 알 수 없지만 작은 공간에 여러 가

회사명

위치

정제능(B/D)

Exxon Mobil

Jurong Island, Bukom Island

592,000

다양한 음식과 야경은 싱가포르를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너

지 문화가 공존하면서 한 가지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

Shell

Jurong Island, Bukom Island

500,000

무도 그립다. 싱가포르 시그니처 메뉴인 ‘칠리크랩’ 그리고 딤

다. ‘역시 영어가 글로벌 랭귀지’라는 걸 실감했다. 약 70%가 중국계

SRC

Jurong Island

290,000

섬…. 루프탑 바에서 야경을 즐겨보길 추천한다.

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상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경

합계

1,382,000

쟁력을 우수하게 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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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

알쏭달쏭한 석유에너지
전문용어 및 단위 이야기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최종원 과장

단위 간의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분이 어려운 석유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세요.

길이의 SI 단위는 미터(m)다. 손가락 한마디를 의미하는

원유의 성상척도 API도

1in(인치)는 2.54cm이고 12in는 1ft(피트)로 30.48cm이다. 골프에서

원유는 생산되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성상이 달라 정제공장에서 생

많이 사용되는1yd(야드)는 3ft로 91.44cm와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산되는 석유제품의 수율도 달라진다. 원유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많이 사용되는 1mile(마일)은 1.609km로 미국에서 운전할 때 90mile/

척도는 API로 이는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h로 달리면 약 152km/h로 경찰이 달려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 규정한 원유의 비중으로 산출되는 수치다. API는 비중과 반대로 낮
을수록 중질원유이고, 높을수록 경질원유로 가솔린 등 경질 석유제품

인트로

3

부피 SI 단위는 m 다. 우리는 일상에서 맥주를 주문할 때 cc나 mL

우리는 일상에서 석유, 가스 등 각종 에너지 정보와 통계를 접하고 있다. 본 코너에서는 자주

의 수율이 높아진다.

3

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cm 과 같은 단위로 500cc는 500mL(0.5L),

접하지만 생소한 석유분야의 전문용어와 단위를 쉽게 소개하여 향후 정보 및 데이터를 이해

500cm 과 같고, 1L는 10 cm (10 m )와 같다. 석유분야에서는 미국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등에서 gal(갤런)을 많이 쓰는데 1gal은 3.78541L다. 원유수송이나 정

3

3

3

-3

☞ API = (141.5/d)-131.5 * d : 60℉(15.6℃) 비중

3

[API에 따른 국가별 원유구분]
구분

제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bbl(배럴)은 158.99L로 환산된다.

단위는 왜 생겨났고, 왜 국가별로 다른가요?

[SI 기본단위]
명칭

기호

단위

기호

질량의 SI 단위는 킬로그램(kg)이지만, 국제적으로는 lb(파운드)나

단위는 인류가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

길이

미터

m

넓이

m2

ton(톤) 등도 사용되는데 1lb는 0.453kg, 1ton은 1,000kg을 의미한다.

적으로 생겨났고 오랜 역사와 함께해왔다. 자급자족 생활에서 생산능

질량

킬로그램

kg

부피

m3

력 향상으로 잉여 생산품을 교환하게 됨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정확
히 측정하여 수치화하기 위한 길이, 부피, 질량 등의 기본적인 단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지역마다 다른
길이, 넓이, 무게 등의 기본적인 단위를 정비하고 시간 측정을 위한

또 미국에서 사용하는 숏톤은 2,000lb이고, 영국에서 사용되는 롱톤
3

시간

초

s

밀도

kg/m

전류

암페어

A

압력

Pa

은 2,240lb로 다르게 적용된다.

들고 사용해왔다.
국제통상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 도량형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

m/s

열량의 SI 단위는 줄(Joule, J)로 물체를 1N(뉴턴)의 힘으로 1m를 움

원유 수급 및 정제능력 용어 구분

물질량

몰

mol

농도

mol/m3

직인 경우 물체에 가해진 일(에너지)을 1J(Joule, 줄)로 정의하며, 우

석유 통계자료를 보면 BPD, BPCD, BPSD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리에게 익숙한 열량단위 1cal(Calorie, 칼로리)는 4.184J로 환산된다.

BPD는 1일당 처리능력(60℉)으로 주로 원유 생산 및 소비량을 나타

단위를 이해하기 전에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를 알아두면 데이터를 비

석유공정에서 사용하는 영국열량단위는 BTU(British Thermal Unit)는

낼 때 사용되며, BPCD, BPSD는 정제공장의 정제능력을 나타낼 때

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접두어로 센티(c),

0.2520kcal로 환산된다.

주로 사용되며 각각 1년간 처리량을 365일과 가동일로 각각 나눈 1
일당 정제능력을 의미한다.

밀리(m), 킬로(k) 등이 있고, 컴퓨터 용어로 메가바이트(MB), 기가바이트
2

성상의 에너지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원유 1ton의 발열량
1toe(107kcal)를 기준으로 각 연료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단위다. 대표

구분

접두어

기호

구분

접두어

기호

10-1

데시(Deci)

d

10

데카(Deca)

da

온도의 SI 단위는 켈빈(K)으로 열역학적으로 분자의 열운동이 멈추는

10-2

센티(Centi)

c

102

헥타(Hecta)

h

절대온도 –273.16℃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온도단

3

위는 섭씨(℃), 화씨(℉) 등으로 온도 환산은 다음과 같다.

BPD

(Barrel per Day) 1일당 처리능력, 60℉

☞ 화씨(℉)=[9/5×섭씨(℃)]+32, 켈빈(K)=섭씨(℃)+273.16

BPCD

(Barrel per Calendar Day) 1년간 처리량을 365일로 나눈 수치

10

밀리(Milli)

m

10

킬로(Kilo)

k

10-5

마이크로(Micro)

μ

105

메가(Mega)

M

9

-9

적으로 IEA에서는 Mtoe, 한국과 일본은 ktoe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구분

용어해설

10

나노(Nano)

n

10

기가(Giga)

G

BPSD

(Barrel per Stream Day) 1년간 처리량을 가동일로 나눈 수치

10-12

피코(Pico)

p

1012

테라(Tera)

T

TOE

(Ton of Oil Equivalent) 열량을 석유로 환산했을 때 중량(톤, ton)

f

15

페타(Peta)

P

18

엑사(Exa)

E

-15

10

팸토(Femto)
아토(Atto)

a

10
10

또 최근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하여 PM(Particulate Matter) 2.5는 입자
의 직경이 2.5μm 이하로 μm는 미터의 백만분의 일을 의미한다. 참고로

단위 뉴턴(N, Newton)은 1kg의 물체가 1m/s 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

PM2.5는 머리카락(50∼70μm) 직경보다 약 20배 이상 작은, 엄청나게 미

으로 정의되며, 유도단위로 kg·m/s2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세한 입자다.

24

TOE는 국가 에너지밸런스 등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서로 다른

1bar(바)는 105 Pa, 대기압 1atm은 101.325Pa로 환산된다.

10

2

아라비안헤비(사우디아라비아)
나포(에콰도르)

J(N·m)

-18

유도단위로 제곱미터(m2)로 표시된다. 조금 더 복잡한 유도단위로 힘의

26 미만

속도

-3

예를 들어 넓이는 가로 길이(m)와 세로 길이(m)를 곱하여 얻을 수 있는

26 이상 30 미만

일, 에너지

다. 하지만 이처럼 각국이 오랜 기간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단위를 국

너지 등의 유도단위가 있다.

중질(重質)
초중질(超重質)

K

압력을 1Pa(파스칼)로 정의하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압력단위인

본단위에서 유도되는 넓이, 부피, 속도, 밀도 등을 비롯해 주파수, 힘, 에

아라비안라이트(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UAE), 미나스(인도네시아),
오만(오만)

cd

나타낸다.

초(s), 암페어(A), 켈빈(K), 칸델라(cd), 몰(mol) 등 7개 기본단위와 이들 기

30 이상 34 미만

켈빈

는데, 이 미터협약은 1960년대 등장한 국제단위계(SI)의 토대가 되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단위계(SI)는 미터(m), 킬로그램(kg),

중질(中質)

칸델라

압력의 SI 단위는 파스칼(Pa)로 1m 의 넓이에 1N의 힘이 가해지는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란?

브렌트(영국), 세리아(브루네이)

온도

(GB), 테라바이트(TB)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각각 1,000배의 용량 차이를

기술력을 과시하듯 자국의 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WTI(미국), 타피스(말레이시아)

34 이상 39 미만

* 출처 : 일본석유학회 「Petrotech, 2018.4」

대가 높아졌고 1875년 미터협약 체결로 국제적 단위제도가 완성되었

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현재도 선진국들은 자국의

39 이상

경질(輕質)

광도

해시계와 강수량 측정을 위한 측우기 등 도량형기를 개발했다. 마찬
가지로 세계 각국도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따른 도량형과 단위를 만

원유 명칭(국가)

초경질(超輕質)

[유도단위]

단위

API

[단위 환산표]
길이

부피

질량
1lb=0.45359237kg

열량
1cal=4.184J

압력

1in=2.54cm=0.0254m

1gal=3.78541L

1atm=101.325Pa

1ft=12in=0.3048m

1bbl=42gal=158.99L

1metric ton=1,000kg

1BTU=1.055kJ=0.2520kcal

1psi=6895Pa

1yd=3ft=0.9144m

1cf=0.0283168m3=28.3168L

1long ton=2,240lb=1,016kg

1Wh=3600J

1bar=100kPa=105Pa

1short ton=2,000lb=90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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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조건(FOB, CIF) 구분

금 1mg을 첨가한 것과 같고, ppb(Parts per billion)는 10억분의 1 단

원유나 석유제품 등 국제무역에서 채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으로

위로 1ppb는 소고기 1kg에 소금 1μg을 첨가한 것과 같아 보통은 거의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 Freight)라는 용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치이다.

사용된다. 쉽게 설명하면 FOB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선
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CIF는 선적에서 수입항까지의

원유 및 석유제품 무게와 부피 단위

선박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당연히 FOB가 CIF에 비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부피단위 홉은 180mL이고 10홉은 1되

저렴하다.

(舊되)로 1.8L, 10되는 1말로 말은 계량단위로는 18L를 의미한다. 하지
만, 미터법 도입으로 1되를 2L로 하는 새로운 되(新되)가 출현하여 계량

가스연료(LPG, LNG, CNG) 구분

기로서의 1말은 20L를 의미하여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겨울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용어 중에 LPG, LNG, CNG 등

난방용 등유 배달판매 시 사용되는 말통은 부피 단위 말에서 유래된 것

이 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로 유전이나 석

이다.

유정제공정에서 생산되는 프로판, 부탄 등의 성분을 가진 석유제품이
다. LNG는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해양수송을 위해 저온, 고압에서 액화된다. CNG는 압축천연가스

원유 등의 단위로 배럴은 예전에 목제통에 담아서 마차로 이동하던 용
기 단위로 한 통에 40갤런을 넣었으나 이후 이송 중에 손실량 등을 감

(Compressed Natural Gas)로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거나 버스 등 차량

안하여 5%를 더 넣은 42갤런을 수송하게 된 것에서 유래되어 1배럴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압축된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를 말한다.

42갤런으로 정착되었고 갤런도 영국과 미국 갤런이 차이가 있으나 일
반적으로 미국 갤런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158.99L를 의미한다.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선박 사이즈 구분
보통 정유사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선박을 이야기할 때 MR급,

[원유 및 석유제품 단위 환산표]

VLCC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계약조건 및 수송료를 표준화하

구분

배럴→톤

톤→배럴

배럴/일→톤/연

톤/연→배럴/일

고 항구 및 해협의 입항과 통과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재화물중

원유

0.136

7.33

49.8

0.0201

량톤(DWT, Dead Weight Ton)을 기준으로 구분한 선박의 사이즈를 의

휘발유

0.118

8.45

43.2

0.0232

등유

0.128

7.80

46.8

0.0214

미한다.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선박 구분]
수송유종
석유제품
원유 및
석유제품
원유

경유

0.133

7.50

48.7

0.0205

중유

0.149

6.70

54.5

0.0184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에너지 통계연보」

수송선 구분

적재화물 중량톤 (DWT)

SM (Small Range)

1.0만이상 ~2.5만 미만

참고로 최근 뉴스에 사우디 국영해운사인 바흐리(Bahri)는 한국의 현

MR (Medium Range)

2.5만이상 ~4.5만 미만

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2백만 bbl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원

LR 1 (Long Range 1)

4.0만이상 ~8.0만 미만

유운반선(VLCC)을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원유 2백

LR 2 (Long Range 2)

8.0만이상 ~16.0만 미만

만 bbl은 어느 정도 양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

16.0만이상 ~32.0만 미만

기 쉬운 단위로 환산해보면, 1bbl = 0.136ton을 적용하면 272,000톤으

ULCC (Ultra-Large Crude Carrier)

32.0만이상 ~55.0만 미만

로 1톤 트럭으로 생각하면 272,000대와 같고, 1bbl=158.99L을 적용하
면 317,980,000L로 200L 드럼통이 1,589,900개, 20,000L 탱크로리로
15,899대 분량이니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상상이 될 것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석유단위를 소개해주세요.
wt%, ppm, ppb의 차이
wt%(무게%)는 백분의 일 단위로 예전에 석유제품의 황분 등 함유량이
높았을 때 사용되었다. 1wt%는 쇠고기 1kg(1,000g)에 소금 10g을 첨가
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석유제품의 초저유황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m(Parts per million)은 백만분의 일 단위로 1ppm은 쇠고기 1kg에 소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