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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대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서핑하
면 구하고 익힐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전문성이란 과거의 전문성과 그
의미가 분명 다르다. 기령 10~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의 성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지금은 처방약 봉투에 인쇄된 정보와 인터넷 서칭을 통해 약의 성분은
물론 그 효과와 부작용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혹은 가까
운 미래에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을 바꾼 두 명의 스페셜리스
트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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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 전문성이란 혁신이다

님 공학자? 그의 배경은 이 모든 것과 무관하다. 프로그램과

스티븐 스필버그, 전문성이란 꿈을 꾸는 역량이다

‘쥬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을 쓴 마이클 크라이튼은 하바드 대

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그의 몫이 아니다. 재벌은 더욱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
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
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더 그와 상관없다. 그는 무일푼이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이
토록 시대와 세계가 기르는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었을까? 무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

엇이 그를 혁신가이다. 마땅히 개별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 MP3,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카메라 및 무수히 개발될 미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 중에서

래 콘텐츠 등등-을 아이폰이라는 손바닥 위의 기기에 담게

학교와 하바드 의대를 졸업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직관은 양심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직관과 양심은 함께 작용하
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심은‘네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야’라고 소리치고, 직관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주는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만큼 당신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단초는 2005년에 행해진 그의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
21세기 문명의 전환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24.
~ 2011.10.5.)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애플이라는 독보적인 창

데,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전환점들을 잇는 일’에 관한 이야기

의 기업을 만든 잡스는 우리의 삶을 바꾼 최고의 스페셜리스

였다. 그는 입양아였던 불우한 어린 시절과 대학 중퇴와 서체

트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놀이와 문화예술 을 손바닥 위

디자인에 대한 관심 등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열거

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그 덕분에 200g의 3인치 안팍의 조그

한 뒤 이러한 사건들이 점처럼 서로 연결되어 현재의 자신을

만 기기를 통해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정

만들었다는 요지의 말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치·사회적 이슈를 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내 의견을 바로
개진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부터 수 천 곡의 음악과 동영상

“모든 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등을 장소 제한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문화생활은 그의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인생, 카르마,

전문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거나 극히 빈약했을 것이다. 즉

기타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접근

SNS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의 주류 문화는 잡스

방식은 결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그것이 저의 인생에

의 전문성이 없었다면 신기루가 아니었을까?

서 모든 차이점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물론 그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도 스티븐 잡스가 21세기 최고의 스페셜리
스트 가운데 한 명인 건 분명하다. 그것도 수많은 지구촌 사
람들의 문화적 소통의 거리를 혁신적으로 좁혀놓은.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리
스트의 상단에 올려놓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이 시대의 전문
성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의 세계를 이해
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럼 스티브잡스를 이렇게 위대한 스페셜리스트로 만든 배경
은 무엇일까? 뛰어난 프로그래밍 역량? 아님 재벌 2, 3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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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나무의 일부였다
는 걸 모르는 나뭇잎이다.”
스필버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 중에서

했을까?
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그날 연설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

교수의 말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모르면 당신

‘나무의 일부였다는 걸 모르는 나뭇잎’임을 아는 것에 있다.
즉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 무언가를 자세히, 많이 아는 것이 전문성이 아니라 꿈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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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1946.12.18. ~ )만한 스

페셜리스트는 드물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

을 꿀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전문성이다.

에도 그럴 것이다. 그는 뉴잉글랜드의 작은 해안 피서지 애미

티(Amity)에 식인상어가 나타나 일순 지옥을 만드는 이야기
는 영화 <죠스>를 통해 영화계에 충격을 주며 일약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ET>, <쉰들러 리스

트>, <쥬라기 공원>, <라이언일병구하기>, <에이아이>, <링컨

> 등등의 다양한 장르의 최고의 영화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영
화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 문화이자 역사인지를 증명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고, 열먕햇던 USC대학 입시에서는 고배를 마
셨고, 한 영화 스튜디오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던 별 볼 일
없던 한 청년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냈을까? 그것은 다음과
말에서 알 수 있다. “나는 밤에 꿈꾸지 않는다. 나는 낮에 꿈
을 꾼다. 나는 나의 직업을 위해 꿈은 꾼다.(I don’t dream at
night. I dream at day. I dream for a living.)”
스필버그에게 전문성이란 바로 꿈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꿈을 꿀 수 있는 역량‘이다. 그는 그 역량을 극대화시켜 전문
성 그 제체가 경쟁력인 영화 산업계에서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럼 무엇이 그의 전문성으로 하여금
세상을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게 만들었을까? 하버드대 연설문
중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과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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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

는 비중으로 앞이 우리나라이고 뒤가 세계 평균이다.
OECD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세계 평균의 3분

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까지
왔나

지난 반세기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이라는 생각이 들
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존 에너지 구조에 머무를 수 없

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 올 여름 지독한 더위를 겪으면

글 강석기(과학칼럼니스트)

서 실감했겠지만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건 이제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설사 온난화 문제가 없더라
도 화석연료 고갈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원자

력 역시 안전성에 대한 염려와 폐기물 문제 때문에 줄이
면 줄였지 의존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

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에너지 효율 극대
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

로 늘려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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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용량 6배로

총 5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수력의 경우 2017년 1.8GW(전체 재생에너지의 12%)로 풍력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잠재생산량은 8900GW로 국내 전력

의 1.5배이지만 공기(바람)과는 달리 물은 정해져 있는 거라 여

수요량의 20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잠재력의 5%만 써도 필

기서 더 늘릴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소형 수력발전소를 짓

요한 에너지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

는 등 최선을 다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고 2030년에는 비중

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수치다. 국토를 전부 태양광 패

이 급감할 것이다.

널로 덮을 수는 없지 않은가.

반면 2017년 현재 3.8GW로 전체 재생에너지의 25%를 차지하

그럼에도 마음만 먹으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

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고 원료인 폐기

은 도처에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물 배출을 늘리거나 수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2030년에는 전체에서 차

것이다. 그럼 유형별로 살펴보자.

지하는 비중이 6%로 급감한다. 우드펠릿 같은 바이오 에너지

먼저 태양광 에너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도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5.7GW로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5.1GW의 38%를 차지해

볼 수 없다. 따라서 2017년 2.3GW에서 2030년 3.3GW로 잡

비중이 가장 높고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이기도 하

았다.

다. 우리나라는 실리콘 태양광 패널 생산 강국인 데다 패널 단

결국 2030년까지 신규로 설치될 재생에너지 48.7GW의 95%

가가 여전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게다가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으로 한 청정에너지로 구성한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유기

는 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나 줄이는데

태양전지가 상용화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충실히(가능하다면

해진다.

목표를 초과해) 이행돼야 할 것이다.

2030년 태양광의 설비용량 목표는 36.5GW로 총 신재생에너

한편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모든 게 친환경인 건 아니다. 태양

지 설비용량 목표인 63.8GW의 57%를 차지한다. 농촌에서는

광이나 풍력의 수명이 수십 년이라지만 결국 시간은 흐르기

노는 땅이나 간척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30

마련이고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높아지면 사용 수

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한다. 지자체 보조를 받아 주택에 태

명이 다한 뒤 나오는 폐기물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

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2030년에는 15가구당

라서 정부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하고

1가구에 태양광이 보급될 전망이다.

풍력 발전 날개인 대형 블레이드에 대한 폐기 지침도 마련할

지난해 새로 보급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1362MW(1.362GW)

예정이다.

로 전체 신규 발전 용량의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사실 속도는 덜하지만 지구촌이) 경

벌써 1346MW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태양광 붐이 일고 있다.

제적 풍요와 신체적 안락함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

이 속도대로라면 태양광은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

❶

❷

왔다. 그 결과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

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의 부작

지만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앞

용을 최소화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으로 반세기는 이런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으로 진정한 ‘웰빙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청
정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건 수학 용어를 빌리자면 ‘필요

서해안에 5GW 규모 풍력단지 조성

조건’이 아닐까.

풍력의 경우 2017년 1.2GW(전체 재생에너지의 8%) 용량을
2030년까지 17.7GW(28%)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절대량으로
는 태양광의 절반 수준이지만 15배 가까이 돼 성장률로는 단연
1위다. 다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간척지와 해상에 부
지를 확보해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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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조
감도. 2단계 시범단지와 3단계 확
산단지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총
5GW 규모로 원전 5기 용량이다.
지난해 1단계인 실증단지(풍력 발
전기 20기 60MW 규모) 건설에 들
어갔다.

❷ 최근 경남 밀양의 대영기계공업
건물 두 동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로 331kW 용량이다. 이 업체는 사
용하지 않는 공간인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공 GS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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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World
story+

단편소설로 보는 Speciality의 의미 도전의 의미

태양의 소리를 들어라!

피카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너무 늦게 도착했죠. 사실 그
도전은 한국의 일부와 함께한 비행이었는데 말이죠.
앵커 (의아한 눈길) 무슨 말씀이시죠?
피카르 (모형비행기 바라보며) 저와 한 몸이 되어 도전에
나섰던 이 비행기의 기본 추진원리는 이렇습니다.

글 태기수(소설가)

앵커 아, 이게 그 비행기로군요?

비행기 클로즈업.
앵커 역시 예상대로 날개가 다른 비행기들에 비해 크군요.
피카르: 그렇습니다. 이 날개에는 무려 1만7000여 개의 태양전지가 부착돼 있어요. 이 태양전지에서 발
생하는 전기에너지를 모터에 공급하고, 그 모터로 여기 달린 4개의 프로펠러를 돌려 비행하는 것이죠.
문제는 태양이 우주 저편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밤의 시간입니다.
앵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역할이 절대적이겠군요.
피카르 맞습니다. 태양광이 없는 밤에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야 하니까요. 밤에는
이 배터리가 솔라 임펄스의 심장인 셈입니다. 그 배터리를 한국의 업체가 제작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
져 있지 않은데요, 저에게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환호의 빛이 그분들에게도 비쳐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이 비행기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특별한 열정의 에너지로 완성된, 이른바
집단지성의 집합체일 테니까요.
피카르 이 비행기는 방송용으로 가져왔는데, 그런 바람을 담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 방송국 뉴스룸 스튜디오
앵커 (은근한 기대감 내비치며) 누구한테...?
뉴스 ‘오늘의 초대석’ 진행을 앞두고 있는 시각.
뉴스 진행 석에 김철수 앵커와 초대 손님 베르트랑 피카르가 자리해있고, 피카르 앞에 모형비행기 ‘솔라
임펄스2’가 놓여 있다. 메인카메라가 앵커를 비추고 큐사인 떨어지면,
앵커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의 초대석에는 ‘과학 모험가’로 불리는 베르트랑 피카르 씨를 모셨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연료 한 방울 없이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세계 일주에 성공하
신 분이죠. 세계 항공기 개발 역사와 함께 에너지개발 역사에도 최초로 기록될 업적을 세운 분이라고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카르와 마주보며)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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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르 (입가에 짓궂은 미소) 음... 오른쪽 날개는 앵커께, 왼쪽 날개는 파트너 앵커님께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동체는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머뭇거리다, 감탄하듯 말한다) 절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군요. 이 역사
적인 선물은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일단 저희 방송국 로비에 전시해 놓겠습니다. 저희 방송
국이 직원들이 꿈꾸는 스페셜리스트가 만든 세상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피카르 이건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리스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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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는 뭘까요?
피카르 세상의 도그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실

앵커 (무척 흥미롭다는 듯) 어떤 메시지였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 ‘할

피카르 당연히, 그 목소리를 인간세상의 언어로 정확히 번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

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건 상징적 언어로 전해지는

까? 이 비행기가 일군 성과가 말해주듯, 그들이 쏘아 날린 의심의

자연의 목소리이자, 우주의 메시지이니까요.

화살은 보기 좋게 과녁을 빗겨갔습니다. 미지의 탐험지대에는 불가
피하게 예측불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 불가능성에
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

앵커 상징적 언어라면, 올해 10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도 태양
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측가능성을 믿고 탐험에 나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길

피카르 (고개 끄덕이며) 바로 그겁니다. 올여름의 폭염이야말로 태양이 지구인들에게 던지고자하는 강

이겠지요.

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할 때입니다. 태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앵커 1999년에는 열기구로 사상 첫 논스톱 세계 일주에 성공하셨더군요. 비행으

앵커 (안타까운 표정) 아쉽게도 여기서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진

로 두 번의 세계 일주를 해내셨는데, 두렵지 않던가요? 정말 한 번도 두려움을

행 중인 다음 탐험 프로젝트는 뭡니까?

느낀 적이 없었는지...?
피카르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전의 에너지입니다. 열기구 비행 당시
혹시 연료가 고갈돼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이 2003년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개발프로젝트’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
실 말입니다.
앵커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십니까? (표정에 드리워지는 장난스런 미소)

피카르 당분간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비행기 개발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야겠지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
바람의 메시지, 바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군요.
앵커 조만간 가칭 ‘윈드 임펄스’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되겠군요. 바람의 메시지가 담긴 윈드 임펄스 모
형비행기를 들고 다시 이 스튜디오에 방문하실 날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피카르, 시청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 조연출의 안내를 받아 진행 석에서 벗어난다.

피카르 두렵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비행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면 화석연료가 필요 없는

어느새 파트너 앵커 자리해 있고, 메인카메라가 그를 비춘다.

엔진으로, 비행 내내 더 이상 연료 게이지 걱정 따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겁니다. (웃음)

파트너 앵커의 멘트 이어지는 가운데 서서히 페이드아웃.

앵커 그 프로젝트 출범 당시 ‘솔라 임펄스’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피카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탐험과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하는 것, 둘
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청정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셋째는 과학 탐험의 심장에
꿈과 정서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앵커 ‘과학 탐험의 심장’이라는 레토릭이 제 심장도 고동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카르 태양도 심장이 있습니다. 저는 4만347킬로미터를 509시간 29분 동안 비행하면서 줄곧 그 심장
의 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태양의 소리였습니다. 태양의 메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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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제틱!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중요하다

책임이
막중하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영남지역은 1960년대 국내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주도해 왔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다.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의 무게중심이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며 역할이 확대되었고 실질적으로 국
내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영남지역이 최근에는 동북아 에너지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북아지
역이 전세계 석유의 19%를 소비하는 대규모 에너지시장으로 성장했고, 세계 석유시장도 아시아 중심으로
부산에 새 터를 잡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첨단시설을 갖
추고 있는 영남본부 신청사는 확대된 사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다. 영남본부는 모든 직원들의 열정이 담긴 신청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오일허브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영남지역 일대는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과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에 대한 신속한 품질검사 결과를 제공해 기업들이 석유수출사업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사에서 새로

다는 계획을 세웠다.

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그들의 스페셜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2018년 6월에는 영남본부를 확장 이전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석유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적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울산 일대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업단지와 부산·울산을 포함한 남해 항만지
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석유 및 석유화학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법적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의무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일 뿐 아니라 고황분 해상유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집중된 윤활유 품질관리 업무와 해상유 불법유통 차단 업무, 여기에 정부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까지 시
행되면서 영남본부의 사업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영남본부의 업무는 석유관리원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과 확대된 업무범위에 부합하
는 새로운 거점이 필요했고,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준공하게 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울산 일대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업단지와 부산·울산을 포함한 남해 항만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석유 및 석유화학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법적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하
는 의무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일 뿐 아니라 고황분 해상유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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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남본부人!
나에게 K-Petro는?

도재정 영남본부장은 “신청사가 석유제품 품질관리사
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서로에게 격려 한 마디!

확신했다.
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하지만 기존 청사가 공간이 협

영남본부 직원들에게 K-Petro는 어떤 의미일까. 가족만큼 가까운 동료에게 꼭 건네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최근 급격한

도재정 본부장

1984년 부산에 설립된 영남본부는 1991년 경남 양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사 건설이

행운의 열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부담이더군요.

결정됐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달리 신청사 건설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미래
를 함께 준비한다는 전 직원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성공
적인 신청사 완공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영남본부 전
직원은 휴일도 반납하고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과정

검사1팀

“벽지 하나, 벽돌 하나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됐
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짓고 싶다는 욕심이 생가더
성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사고 없이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청사로 완공하는 것은
허정태 검사1팀장은 1년 8개월 동안 신청사 건설에 열
정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성된 영남본부는 최근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능력을 증
명해 내고 있다. 때로는 화합하며 때로는 각자의 개성
을 발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성

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직원 모두에게 늘 이야
기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면 결코 불가능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로 주
어진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 자기개발을 통해 미래를 준
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
남본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영남본부 직원 모두는 지

김정철 팀장
인생의 반, “기존 업무틀에 안주하지 말고
노력하자.”

허익수 사원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의 장소, 팀원이 최고”

검사1팀과 검사2팀, 시험팀 등 총 3개팀 30명으로 구

“주어진 환경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큰 시장으

문기상 팀장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이다, “5개의 끈을
갖고 살라.(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한
사람이 되자)”

박상진 대리
든든한 버팀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공유합시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태 팀장
삶의 터전, “가족처럼 사랑하며 이해합시다.”

석홍정 과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장하는 공간, “당신을
믿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도재정 본부장은 여기에 더 욕심을 낸다. “‘프로’가 되

시험팀

주영준 과장
삶의 한축, “서로 배려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요. 저희 업무가 특수하다보니 건물 짓는데도 전문

츰 성과를 내고 있다.

검사2팀

검사2팀

에 직접 참여했다.

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불법 해상유 단속관리에서도 차

검사1팀

시험팀

최종욱 사원
활주로, “각박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
에게 따뜻한 동그라미가 되어주세요.”
김경수 사원
열정을 바칠 무대, “관리원을 발전시킬 작
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회성 사원
삶의 동반자, “좋은 성과 있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문유준 사원
자아성찰의 공간,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
여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신동환 과장
申(신)의 직장, “K-Petro에서 만난 인연, 서
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존중하고 배려하
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문성효 대리
10년지기 인생, “인생은 ‘이호종’처럼 젊음
을 즐기자.”
강정민 대리
희로애락 그 자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
김성주 사원
출발점, “매일 매일을 새롭게 살아갑시다.”
이호종 사원
생계유지, “죽도록 일하지만 말고 좀 즐기면
서 사세요. 그럼 일도 더 즐거워질 겁니다.”
김태현 사원
부업,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최현식 과장
자기개발의 한 공간이며, 비전을 함께 하는 곳,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보듬어
줍시다. 사랑합니다.”
황영철 대리
금욕생활, “초심을 잃지 말자”
안홍주 대리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운명을 긍정
하고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
로 사랑 할 때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김승태 대리
호기심이 가득한 회사, “관리원의 주체인 만
큼 더 나은 관리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최재윤 대리
나의 시작, “어제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은 최선을 다하며 내일은 꿈을 가져라.”
황철민 사원
배움의 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
이 노력합시다.”
유재남 사원
기회의 장,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
고 있을 때 그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행
복입니다. 결과와 명성은 중요하지 않습니
다. 그저 덤일 뿐입니다.”

금 이 순간에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도 본부장은 “후배들이, 특히 영남본부의 ‘프로’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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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가짜유통’을 막아라!
불법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26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K-Petro인들의 아주 특별한 열정.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을 찾아내기 위한

32

아름다운 이야기
K-걸스데이 체험현장을 가다

K-Petro인들의 아주 특별한 예리함.
Specialist의 아주 Special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더 로드

36

두근두근 워너비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의 워너비랍니다!

40

행복누림 서비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점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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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의 가치
고객에게 사랑받는 남청주농협주유소

45

K-Petro CSI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현장

46

K-Petro Report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우리 사회와 조직 변화!

50

K-Petro 뉴스룸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소식을 한눈에!

EnRICH
더 로드

훌쩍 떠난 여행에서 나눴던 강원본부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이날은 특별했다. 장은석 검사팀장이 부임한지 두 달이 됐고, 한정근 과장이 얼마 전 대학원을 무사히 졸
업했다. 장동준 사원은 6년 만인 지난 8월 대학을 졸업했고, 정들었던 문정완 인턴과는 곧 헤어질지도 모
른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업무가 바빠 모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날은 환영식이기도 했고, 축하
의 자리도 됐으며,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잘 알지 못
했던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강원본부 사진전. 다양한 사진들이 잊지못할 어린 시절, 소중한 가족, 나의 동료 등 세계의 테마로 구분돼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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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

장이 나섰다. 전국남녀웅변대회에서 금상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이

수상했던 사진과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

자리에 참석하기 전 미션이 주어졌다. 어렸

리던 초등학교시절의 사진, 전교어린이 회

을 때 사진이나 가족사진, 혹은 동료들과 함

장으로 졸업생 대표로 상을 받고 있는 초등

께 찍었던 추억의 사진을 찾아보자는 것이

학교 시절을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오! 귀

어렸을 때 사진이나

었다. 각자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갖고 횡성

공자, 오~ 영재”라며 환호가 이어졌다. 역

가족사진, 혹은

에 있는 한 펜션에 모였다.

시 강원본부 최고 인기남답다.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가져온 사진들은 잊지 못할 어린 시절, 소중

다음은 이날 모임을 준비하느라 고생했던

한 가족, 나의 동료 세 개의 테마로 구분돼

전영호 사원. 1990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어

보드에 하나하나 붙여졌다. 너나할 것 없이

린 시절 사진을 와이프가 제일 좋아한다고

나서 사진도 정리하고, 글씨도 오려 붙이며

소개했다. 어릴 적 강원도 외할머니댁에서

각자 자신의 소중한

손을 보탰다.

찍은 사진을 보며 “할머니가 살아계신 그때

추억을 갖고 횡성에

아마도 이날 소환된 사진들은 가장 기억하

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에 모두가 먹먹해

있는 한 펜션에 모였다.

고 싶은 순간을 담고 있으리라.

지기도 했다.

시험팀 한봉구 사원이 포문을 열었다. 대학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장은석 검사팀

시절 아카펠라 공연을 했던 모습에서는 음

장은 대구 집에 가지 못해 많은 사진을 구하

악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고, 군대 상

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

병시절 외출 나와 찍었던 사진 속에서 10킬

지 않은 예쁜 딸과 여행사진들을 보며 가족

로그램 이상 다이어트를 한 날씬한 한봉구

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는 “가족은 내

사원을 만날 수 있었다.

삶의 원동력”이라며 애뜻함을 나타냈다.

이어 강원본부의 엄마로 통하는 김철환 팀

한정근 과장도 뒤질세라 딸 자랑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미션이 주어졌다.

추억의 사진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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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강원도행

추억의 이야기가

을 자처했다고 한다. 올해 강원도지사배 수

어느 정도 마무리 되던

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둘째 딸이 사진 속

그때, 잠시 잊고 있던

다 높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외진 곳이 있어

중요한데, 다행히 강원본부는 서로 격려하

이동거리가 길고, 가는 길도 좋지 않아 업무

며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이 열악하다. 실제로 업무차량 소모품

문정완 인턴은 그동안 아낌없이 도와준 선배

교체 주기가 짧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

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인턴으로 발령받

유일한 여성인 이경민 사원은 강원본부의

배고픔이 밀려왔다.

또 인원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발생해도 대

아 터미널에 내렸는데 한봉구 선배가 마중

살림을 도맡고 있다. 그는 싸이월드까지 뒤

서둘러 고기를 굽고

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부에서 유달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 첫날 실수가 많았는

져 본사 근무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사

반찬도 준비하며 한 상이

리 ‘안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근무환경 때

데 감자탕을 사주며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문이다.

그는 “정규직이 된다면 강원본부에서 오랫

어려운 환경일수록 동료 간 소통과 신뢰가

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도 말했다.

에서 웃고 있다.

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 주인공들과의 인연

거하게 차려졌다.

도 털어놨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떠난다는 박현규
사원은 체코, 헝가리 등 유럽을 여행했던 그
림 같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여행을 위해 스
킨스쿠버 자격증까지 땄다는 여행 마니아이
다. 그는 “꼭 파타야는 가보라”고 강력 추천
했다.
충청 출신이지만 강원지역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다는 장동준 사원은 산에 올랐을
때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개했다. 등

귀한 횡성한우와 구하기 어렵다는 곱창까지. 직원들은 만찬을 차려놓고 다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산을 좋아하는 그는 사내 등산동호회 활동
을 하고 있다. 가은산, 소백산 등 국내 명소
들에 대한 정보는 등산전문가 수준이다.

이날 소환된 사진들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추억을 이야기하며
직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여성과 단둘이 찍은 문정완 인턴의 사진은
단연 최고의 인기. 하지만 여동생으로 밝혀
지며 실망감(?)을 안겼다. 가족 모두가 떨어
져 지내 함께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했

둘러 고기를 굽고 반찬도 준비하며 한 상이

다. 그래서 더 소중하단다.

거하게 차려졌다. 배가 채워지자 주제를 바

김철환 팀장은 “몇 십년 만에 사진첩을 뒤졌

꿔 이야기가 계속됐다. ‘지금 우리’가 안주

는데 잊었던 추억을 먼지 속에서 발견했을

꺼리가 됐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때 느낀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털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였다”고 말했다.

“강원본부가 아니었다면 학교생활을 병행하

장은석 팀장도 “과거를 공유하니 더 친밀해

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동준 사원은 업

진 느낌”이라며 “각각의 마음과 성격 알 수

무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많은 격려와 용기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

를 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후원했던 보

장은석 팀장도 “강원도에 올 거라고는 꿈에

람이 있다.

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음 발령을 받았
을 때는 낯설었지만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

강원본부와 우리

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추억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던 그

사실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책임지

때, 잠시 잊고 있던 배고픔이 밀려왔다. 서

다보니 강원본부의 업무강도는 다른 본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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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음식과 술 한 잔을 찐~하게 하던 중 시험팀 김철환 팀장이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

못 다한 이야기

없이 13살 초등학생들이다.

비싼 몸값인 횡성한우부터 치솟는 인기로

짧지만 끔찍했던 더위도 시키고, 지쳐있던

구하기 어렵다는 곱창까지. 준비한 음식과

심신도 추스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밤새

술 한 잔을 찐~하게 하던 중 시험팀 김철환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누구하나 지친 기색을

팀장이 갑자기 제안했다. “우리 어린 시절로

찾아볼 수 없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업무를

돌아가 볼까?” 누구 하나 거리낌 없이 펜션

위해 다시 일터로 향했다.

에 있는 수영장에 빠졌고, “힘내자, 잘하자,

펜션에서 함께한 이후 사무실에는 대화가

강원본부 화이팅” 연신 횡성지역이 떠나갈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한다. 가족은 잘 있

듯한 함성이 이어졌다. 이 순간만큼은 영락

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남자들끼리지만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다. 사무실에서의 심각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하다.

우리의 다짐, 그리고 당부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서로의 미래에

곧 선배의 조언과 격려가 이어졌다.

대해 궁금해졌다.

김철환 팀장은 “자신의 일에 한번은 미쳐보

선배인 한정근 과장이 포문을 열었다. “15

라”고 권했다. 미쳐서 일하면 즐거워지고,

년 동안 여러 업무를 해왔어요. 그 분야에서

즐거워지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최고가 돼야겠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

는 “최근 진행되는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려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아요. 이제는 내려놓고 매순간 최선을 다할

면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능력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있지 않을까요.”

장은석 팀장도 ‘신뢰’를 강조했다. 장 팀장

박현규 사원도 조심스럽게 각오를 밝혔다.

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기회가 되면 시험업무를 배우고 싶단다.

좋은 일도 생긴다”며 “서로 도와주고 챙겨

“멀티플레이어가 돼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주면 서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즐겁게 일

되고 싶다”고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봉구 사원은 시험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후배들은 고민을, 선배들은 다양한 경험을 이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사 자격

야기 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이 피었다.

자신의 일에 한번은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미쳐서 일하면

얼마 뒤면 떠날지도 모르는 문정완 인턴사원과 추억의 한
컷. 계속 함께하길 본부 직원 모두가 바라고 있다.

“힘내자, 잘하자, 강원본부 화이팅” 횡성지역이 떠나갈 정
도로 큰 함성이 이어졌다.

증은 이미 땄고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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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아름다운 이야기

“20년 후요? 음~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연

9월 6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개최한 K-걸스데이(K-Girls’

까 결정하진 못했어요.”

벅적하다. 하지만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행사장은 용

봉도 많이 받고 싶고요. 아직 화학과를 선택할까, 화공과를 갈

“대학에 가서도 꼭 물리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요. 엄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Day) 행사장. 여기저기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로 시끌
인 신봉고 1학년 여학생 22명과 멘토, 행사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이날 참석한 멘토는 석유관리원에서 내로라
하는 검사 및 시험전문가인 여성직원 10여명으로 구성
됐다.
학생들이 꿈과 직장생활, 대학생활 등 두서없이 궁금증
을 쏟아내도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성의 있
게 답을 이어갔다. 진행자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
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관리원만큼 프로그램이 좋은 곳이 없어요”

이날 K걸스데이 행사에서는 멘토링 외에도 견학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리원의 심장부인 수급상황실. 전국 석유 매매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급상황실 현황판을 보며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첨단 시험장비가 가득한 시험
실에 들어서자 호기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석 학생
대부분이 이공계열이다 보니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멘토들이 휘발류·경유·등유에 시험용액을 첨가해 가짜
석유를 구분해 내는 식별제 발색 반응시험을 진행하자
학생들은 신기함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K-걸스데이
체험현장을 가다
미래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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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걸스데이(Girls Day) 행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K-걸스데이 행사는 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험 기
회를 제공해 이공계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여성 R&D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개최한 9월 6일 K-걸스데이 행사, 그 생생한 체험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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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육성에 적극 나설 것

여성 사회선배가 후배들에게

석유관리원은 학생들의 진로체험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

“진로가 고민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울이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총 27차례 전국 중·고등

남궁명희 수도권남부본부장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행사를 진행한 바 있
다.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1월 교육

“정부가 여성인력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부 주관의 ‘진로교육 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너무

손주석 이사장도 진로체험 교육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다. 손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아내가 진로체험 교

남궁명희 수도권남부본부장은 이날 열린 K-걸스

사라고 깜짝 소개하기도 했다.

데이 행사에 참석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지난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이 주마등

손 이사장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 R&D 인력

처럼 지나가는 듯했다.

비중이 적은 편”이라며 “여성인력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남궁 본부장은 1984년 한국석유관리원에 입사해 관리원 최초로 당당히 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서장에 이름을 올렸다. 남궁 본부장이 입사할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결혼, 임

실제로 국내 여성 R&D 인력은 17.7%로 26.8%인 독일과
25.6%인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독일의 걸스데이(Girls Day) 행사를 모티프로 우리

신, 출산 등으로 중간에 퇴직하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
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이 그녀는 시험분석 업무가 적성에 맞아 사
회생활을 이어왔고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남궁 본부장은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지

나라에 도입된 K-걸스데이는 2014년부터 개최됐다. 여학

여부”라며 “고민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

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K-걸스데이 행사와 같은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고

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

있어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끌어갈 미래 여성 R&D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라며 꼭 필요로 하는 당당한

하고 있다.

여성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권민서 학생은 “석유관리원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이번에 가짜석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석유관리원 같이 교육과 체험이 잘 조화된 프로그램은 없어요.

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차량 지원 등 세심한

직접 핸드크림을 만들어 사용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피

배려를 해주신 석유관리원에 감사드립니다.

자타임을 끝으로 이날 프로그램은 마무리됐다.
친구 권유로 참석하게 됐다는 신주윤 학생은 “미래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지 않았으면 후
회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봉고 진로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영 교사는 석유
관리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석유관리원
의 프로그램은 체험과 교육 등이 잘 조화됐다고 평가했
다. 차량 지원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
사함을 전했다.
행사를 진행한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신윤경 대리는
“이공계열 학생들인 만큼 석유관리원의 업무와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참석 학생
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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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두근두근 워너비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의 워너비랍니다!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 & 유성경 사원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가을다운 날씨다. 그 청명한 하늘
을 닮은 해사한 미소의 두 여인이 만났다. 잦은 해외 출장에 불철
우리 회사 주요사업 중 가장 핵심이며, 어려운 와중에 자부심과 성취감을

주야 회사 일로 늘 바쁜 강희주 대리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는 유성경 사원.
“다른 훌륭한 선후배들도 많은데 왜 내가…….”라고 하며 부끄러
워하던 강 대리였지만, 누구보다 성경 씨의 마음을 알기에 없는

유성경 사원

강희주 대리

느끼게 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외업무도 자부심과 성취감이 검
사업무 못지않은 것이 사실이구요. 지난 35년간 관리원이 쌓은 노하우와 기
술을 해외에서 소개할 때면 대통령 훈장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합
니다. 이점에서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간 기꺼이 쪼개어 후배의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서로가 어색

유

해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소드는 무엇인가요?
강

유성경 사원 (이하 유)
강희주 대리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
립니다.
강희주 대리 (이하 강)
올해 9월 1일자로, 입사 만 12년을 채운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라고 합니

해외업무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

해외업무가 2년차라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지난해 11월,

몽골 광물석유청 중앙시험실 소속 시험원 여섯 명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몽골인 통역사까지 일곱 명의 몽골인을 8인승 카니발에 꽉 채워, 전라도 광
주의 호남본부에서 실습을 시작으로 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청주 소재)의
시험원 교육을 거쳐, 강원도 광해관리공단 견학까지 전국을 누볐거든요. 체
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몽골 현지 사정을 생각하면 보람이 넘치는 경험
이었죠.
다음 주에 몽골 현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지 너무

다. 제가 인터뷰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의문이 들지만, 경영전략팀 특히 해외

기대가 되네요.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험총괄팀장님

협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해 준 자리가 아닐까 하는

과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본사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에서 해외 교류·협력 업무를 2년째 맡고
있는데, 입사 때부터 도전해 보고 싶었던 업무 중 하나거든요. 주된 업무는

유

검사업무를 훨씬 더 오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

세요.

해외 선진기관과의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또 개도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기
관 신사업 발굴과 국내 민간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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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8년 동안 검사업무를 했어요. 우리 회사 검사원은 아마 두 명

만 모여도 그 무용담으로 밤을 샐 지도 몰라요. (웃음)
그럼 경영전략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강

강

처음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당시 경인지사 검사2팀)에 입사해서 천지분간
못하는 시절에서 겨우 벗어날 즈음이었어요. 시료 봉인용 테이프(당시에는
시료 봉인에 순간접착제와 투명테이프를 사용했다. 지금과는 다르다.)가 소

근무경력 12년 중 8년을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했어요. 검사업무는

진되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그 순간 발견한 가짜석유 조작 리모컨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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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인내하면서 경영전략팀의 훌륭한 조력자로 활약하
고 있어 고맙고, 또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어떤 선배
일할 때 어렵고 모르는 것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대리님이 도와

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답니다.

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힘든 것은 없는지 항상 먼저 물어
봐 주시고, 야근할 때면 차로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시곤 할 만큼 인
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에요. 저 말고도 다른 후배들도
많이 챙기시고 도움을 주시는 좋은 분이랍니다. 이제는 건강도 챙
기시고 여가도 즐기면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 유성경 사원

유

하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워커홀릭이신

데, 대리님께 일은 어떤 의미이고, 대리님을 지켜주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강

알콜홀릭이 아니고? (웃음) 성취감과 동료애가 아

닐까 해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소하

는 대리님만의 비결이 있으신지요.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게다가 시차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확히 반대이다 보니,

금까지 담당한 업무들은 모두 그랬어요. 변수와 변칙이

그리고 회사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해외 장

한국과 코스타리카에 맞춰 길게 일할 수밖에 없었죠. 행

있고, 희생과 책임이 따랐죠. 이런 힘든 일에 대한 도전

강

드라이브에요. 속도를 즐기면서 운전할 때 스트레

기교육을 실시했는데, 운 좋게 선발되어 미국 캘리포

사 이틀 전에 연락이 두절된 통역사는 나를 거의 죽음

과 희생에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내적 보상은

스가 풀려요. 그리고 아이돌 음악. 신나는 음악은 모든

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6개월간 공부를 했던 일이

의 문턱까지 몰고 갈 정도였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성취감일 것이고, 외적 보상은 공정한 평가라

것을 잊게 해 주죠. 스트레스를 잘 받지만, 또 잘 잊어

기억에 남아요. UC San Diego 국제정책전략대학원의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매 강의마다 질문과 관심이 넘쳤

생각해요. 외적 보상은 경우에 따라 보장되지 않을 수

버려서 스트레스가 길게 가진 않아요.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수료했는데, 화학을 전공한 저에

고, 예상치 못했던 호응에 그간의 걱정이 단숨에 날아갔

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게는 환경정책학, 환경경제학, 창업학 등 전혀 새로운

죠. 제가 관리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학문을 배울 수 있었죠. 조별과제, 에세이, 주제발표 등
현지 학생들과 낯선 수업방식으로 힘겹게 공부했지만,

유

현재 해외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컸을 것 같네요. 성공

유

대리님이 생각하는 경영전략팀은 어떤 팀인가요?

유

인생의 좌우명은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저에게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

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은 상사처럼,

강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팀이 아닐

서 해외파견과 중기 해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회

강

행동은 신입처럼!”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 발생 시 ‘선

까. 경영전략팀의 주요 업무는 신사업 발굴과 해외 협

사업의 성공요인은 어벤져스 급의 한국대표단이 아

배라면, 탐장님이라면, 처장님이라면...’으로 생각하면

력사업인데, 단시간에 성과를 보기가 어렵죠. 가끔 조

가 된다면 경험해 보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네요.

니었나 싶어요. 인생의 내공이 만렙이신 이사장님을 필

답이 보이곤 하죠. 판단 뒤에 행동은 성실하고 부지런

바심도 나고, 부서평가가 좋지 않을 때는 속상하기도

두로, 국가대표 지식인 경영기획처장님과 달변가인 경

히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하지만, 내적 보상인 성취감을 통해 끈기 있게 업무를

영전략팀장,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석유대체연료팀 이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추진하면, 반드시 회사의 발전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고, 나를 성장시켜 준 좋은 경험이었죠. 지금은 회사에

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

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민 대리, 현지 시험분야 전문가들에게 촌철살인을 던진

성장하게 될 팀이라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내부의 공감

영남본부 안홍주 대리. 그리고 민간분야 전문가로 참여

유

바로 지금 이 순간! (웃음) 사실 입사 이래 매 순간

한 친환경 주유소 구축업체와 대한송유관공사는 그저

가 누구였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쉽지 않았고,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가장 어려

굳이 꼽는다면, 최근에 진행했던 코스타리카 현지 기

웠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순간으로 이어지네요.

강

유

강

술학교 사업이지 않을까 해요. 우리 관리원이 처음으로

지난 12년간 늘 미완의 존재로 살아서 멘토가 너무

많아요. 운전 알려준 선배, 엑셀 알려준 선배, 길 알려

진행했던 KOTRA 글로벌 CSR 사업이었는데, 현지 석

유

유·에너지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학·연구계 관계자 약

엇인지 궁금해요.

7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석유품질관리제도 및

저의 멘토인 강 대리님에게는 가장 영향을 준 멘토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

준 후배, 힘들 때 잡아준 동기 등등 언젠가는 갚을 날

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구요. 경영전략팀에게 기회를 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은 도움만 받고 있어요.

강

많이 고맙죠. 그리고 현재의 멘토는 경영전략팀 팀장님

이 듭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묵묵히 그날을 기다려

신입 때는 물론이고, 선배가 된 후에도 일은 늘 힘

선진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원격으로 사

강

일이 끝났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합리적 판

과 팀원들이에요. 특히 팀원 중에서 지금 저를 인터뷰

라.”라는 말을 해 주고 싶네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업을 준비하다 보니, 통역부터 행사장 섭외, 식당 메뉴,

단이 아닐까 해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고 있는 유성경 씨에게 ‘인내’를 배우는 중이에요. 입

오늘의 고생을. 반드시 당신을 알아주고 보상해 줄 날

동선까지 어디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었어요.

회사일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

사 이래 팀 막내로 근무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이 올 것이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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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행복누림 서비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점검 받아보세요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년부터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

서비스는 곧 안심보험

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했다.

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1년에 평균 3~4건 정도가 가짜석유

송산포도휴게소는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북부지역으로 가는

“중장거리를 운행하니 불안하죠. 알음알음으로 얘기는 들었는

로 적발되고 있다.

관문이다. 게다가 안산 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시화 시흥공

데 마침 오늘 서비스를 하길래 요청하게 됐죠. 불안한 것보다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석유관리원의 역추적이 시작된다.

단 등 수도권 대형 공단을 끼고 있어 대형트럭들의 아지트가 됐

는 낫잖아요.”

이를 신고한 해당 차주는 포상금도 받고 사고도 막는 이중

다. 이날도 어림잡아 100여대 남짓한 25톤 대형 화물트럭이 주

남재현 차주는 같이 온 일행 3명에게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장을 가득 메웠다. 한 트럭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수도권

권했다. “10년 이상 다니던 주유소가 있어 믿기는 하죠. 그래도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다. “가짜석유로 판명돼 역추적을 통

북부본부 직원들을 화물차주들이 호기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혹시나 해서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해 구미의 한 주유소에 찾아갔더니 주유기 한 곳에만 가짜

“제법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직접 요청하시는

화물차는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모품도 일반 차량과 비교할 수

석유를 넣어놓고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고

차주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없을 정도로 높다. 만일 가짜석유로 차에 이상이 생기면 엄청

요. 특정 주유기로만 유도할 경우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공영윤 검사2팀장은 “예전에는 영업하는 사람들로 오해해 거

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화물차주들에게 품질점검 서비스

검사1팀 정천현 과장은 “가짜석유라는 점검결과를 전달하

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가짜석유에 대

는 곧 안심보험이자 손해보험인 셈이다.

자 화물차주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포도휴게소에서 상시적으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한 인식이 확산되다보니 차주분들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많이

를 진행하고 있다.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다. 본사와 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연구센터, 강원본부, 충북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남

평소 점검을 받으려면 관리원으로 방문하거나 직접 연료를 채

사고도 막고, 포상금도 받고

화물차주들이 요청하는 쇄도하는 탓에 이날 서비스는 점심

취해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날 서비스는 현장에서 연료 채

석유관리원은 이곳 송산포도휴게소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간도 한참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오전 3시간 만에 하루

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화물차주들에게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주일에 3번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

목표건수를 훌 쩍 넘겼다. 시료 채취 도중 연료가 묻어 옷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시한다.

지저분해지고 몸은 피곤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았

아산에서 화물을 싣고 인천으로 간다는 소병섭 차주도 직원들

서비스건수만 1년 180여회 3천6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무

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뛴다.

부본부 등 7곳이 돌아가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날 주인공은 수도권북부본부. 부지런히 품질점검 서비
스를 진행하는 수도권북부본부 직원들을 따라가 봤다.

40

“보다 많은 차주분들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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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1리터의 가치

돈 버는 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항상 탈이 납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농협브랜드 명성에 맞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연비가 높게 나온다고 말하는 고객도 있더라고요.

외국자동차회사도 인정한 품질

남

청

주

농

협

주

유

들어서자마자 ‘주유소가 맞나’ 의심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

소

닥에 기름 한 방울, 휴지 한 조각 찾아볼 수 없다. 셀프주유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
기할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한 직원이 다가와 지난해 농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주유소 청결콘테스

유난히 파란 가을하늘이 여행을 더 들뜨게 만든다.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해 1시간 30분 남짓

트에서 전국대상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휴지통 하나부터 동선까지 고객을 배려한 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남청주IC를 통과해 청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면 얼마 가지 않아 남

심함이 느껴진다.

청주농협주유소라고 쓰인, 가을하늘만큼 파란 간판이 눈에 띤다. 그냥 지나치면 큰일이라도

외부환경도 좋지만 이 주유소의 인기비결은 단연 품질이다. 2009년 설립 이래 매월

날 듯 자동차들이 연이어 주유소로 들어간다.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고 있다. 고객들이

하루 적게는 1천100여대, 많게는 1천2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남청주농협주유소를 찾는다.
자가용 비율이 높지만 덤프트럭과 영업용 차량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나이가 지긋한 분

고객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품질인증주유소 인증마크를 붙여놓았다.
석유관리원 김진현 사원은 “소비자 신고가 거의 없는 주유소”라며 “높은 품질에 고객

사랑받는

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도 익숙한 듯 셀프주유기 앞에 서서 능숙하게 주유를 한다.
남청주주유소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주유소만의

고수하고 있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모든 고객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남청주농협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길웅 조합장이
석유를 정확한 양만큼 주유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비결

“돈 버는 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항상 탈이 납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농협브랜드
명성에 맞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주유소에서 주유하
면 연비가 높게 나온다고 말하는 고객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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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tro CSI

불법은 끝까지 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현장

윤활성이 떨어지는 등유를 차량에 주유할 경우 부속품이 마모돼 차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연료 분사
부분 문제로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경유보다 저렴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유통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소와 사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BMW차량에 이상이 생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잘못된 주유가 원인이라며 거절당했
다고 한다. 그 고객은 남청주농협주유소에서 주유한 이력과 석유관리원에서 받은 품질인증 확인
서를 제출했고 결국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객들은 이 주유소의 품질에

1차 단속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한 덕에 단골고객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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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30여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도 자격증 취득이다.

2차 단속

품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또 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다. 이 조합장을

“운전자가 트럭에 불이 붙은 지도 모르고 우리 주유소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겁이나
도망갔어요. 다행히 모든 직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선 전문가라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었죠.” 안전하게 진화한 공을 인정받아 이 조합장은 소방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운전자가 트럭에 불이 붙은
지도 모르고 우리 주유소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직원들이 항상 살펴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원형으로 설계한 것도 고
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객에 대한 진심은 고객이 제일 잘 아는 법. 이 주유소만의 대고객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겁이나 도망갔어요. 다행히 모든

고객카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유를 하면 카드사의 포인트와 별개로 포인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직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라 소방차가 오기 전에

주유기 양쪽에서 주유가 가능한 스프링밸런스기나 자동세차시스템 등 최고의 시설도 고객들의

불을 끌 수 있었죠.

충성도를 높이는데 한몫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남청주농협주유소가 인근 지역의 주
유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유가를 내리면 따라 내리고 높이면 같이 높아지
고. 하지만 항상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청주농협주유소는 농협주유소 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주유
소 사장님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꼭 들르는 필수코스가
됐다. 이 조합장도 처음 주유소를 시작할 때 전국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좋은 시스템을 밴치마킹
한 바 있어 견학온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주유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은 고객들이 제일
먼저 알죠.”

2018년 5월 경북 군위군 내량교 인근 주차장. 불법주유개조

위를 확인한 바 있다.

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장을 석유관리

당시 석유관리원은 중앙고속도로 군위쉼터에서 불법개조차

원과 경찰이 급습했다.

량과 등유사용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같은 시각. 불법유통업소 사무실에서도 등유매입장부와 유통

진행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자칫 고속도로

상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로 도망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석유관리원과 경찰은 이날 2개 팀으로 나누어 불법주유현장

긴밀하게 협력한 끝에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과 불법유통업소 사무실 동시 단속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이 업소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2차 불법행위를

불법개조 사실과 시료검사를 통해 등유 불법유통을 확인한데

저질렀다. 석유관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

이어, 등유거래장부 등 유통업소의 불법 증거까지 확보했다.

청했다.

사실 단속 준비는 며칠 전부터 진행됐다. ‘불법행위가 의심된

이번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대외적인 관심을 끌었다. 석

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며칠간 현장에 잠복한 끝에 불법행위

유관리원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

를 확인했고, 이날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다.

어져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단속된 업소의 불법행위가 처음이 아

고 있다.

니라는 것이다. 2018년 2월 진행된 단속에서도 같은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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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 한국석유관리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
으로‘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

우리 사회와 조직 변화!

사’를 진행했다.
약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패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존재 등 청렴에 대한

인했다.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응답자의 94.58%가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와

법룔(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행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접대문화와 더치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와 조직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페이(비용 각자 부담), 예산운용의 투명성 등 조직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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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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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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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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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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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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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또한 응답자 90.96%는 우리 관리원은 청탁금지법 정
글 감사실 강주현 대리

01.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❺

우리기관의 노력

❸
① 매우 그렇다

59%

② 대체로 그렇다

35%

③ 별로 그렇지 않다

1%

④ 잘 모르겠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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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❹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의 어려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55%

② 별로 그렇지 않다

36%

③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④ 매우 그렇다

2%

⑤ 잘 모르겠다

3%

❸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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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청탁금지법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
과가 나왔다. 그밖에 청탁금지법 발전방향을 묻는 응
답에는 지속적인 내부교육, 반복교육 등 교육의 중요
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실천의 중요성과 비공개신

04.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❹

고의 활성화 등 의견이 있었다. 감사실에서는 설문조

① 매우 그렇다

31%

사와 더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이후 우리 관리원

② 대체로 그렇다

43%

③ 별로 그렇지 않다

11%

④ 잘 모르겠다

15%

⑤ 전혀 그렇지않다

0%

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
탁금지법 시행이후 변화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❺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❸

❶

04

공모전에는 34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10편이 우
수작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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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핑계, 청탁금지법!
충북본부 검사팀 박성우

행정처분을 막아달라는 부탁은 이제 No!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 청탁금지법은 입안부터 시행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내가 다니는 직장

“안녕하세요! ○○지역 △△주유소입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 수급보고를 못했습니다. 사업장 사정이 여의치

이 공공기관이기에 ‘청탁이나 금품 제공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회계연도에 얼마, 식사·선물·경조사 얼마 등’ 구체적인

않아 혼자 근무하고 있다보니 보고가 누락되었는데 석유관리원이 지자체로 미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자주 시행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잘하고 있었으니 한번만 미보고 통보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바쁜 업무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로서는 ‘내가 청렴하면 그만이지 뭐’, ‘이미 공직자윤리법, 내부 행동강령 등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상황실(안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보고 사업자들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

이 다 있는데, 무슨 법을 또 만들어서 이리 복잡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다.

다. 약 12,000개의 많은 주유소들이 매주 수급보고를 하고 있어 이러한 미보고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

이렇듯 그다지 입법의 필요성, 또는 법 시행에 따른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본부 운영과

록 선처해달라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관련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미보고시 업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려 인근 마트를 방문하였는데, 비용을 결재하고 돌아서는 나를 마트 관계자분이 부르는 것이었다.

무처리 절차를 설명해드리곤 하지만 혹시나 큰 민원으로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거절이 쉽지 않다. 이런 부탁은 때때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 재고물품이라면서 수박 몇 덩이를 건네주는데, 마침 날씨도 덥고 챙겨주시는 고마운 마음에 감사인

로 항의로 이어져 더욱 난처해진다.

사를 드리고 넙죽 물건을 받아 돌아섰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와서 차에 물건을 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석유사업자와의 상담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원의 수급보고업무에 대한 명확한 설

별거 아닌 물품으로 볼 수도 있고 관계자분이 좋은 마음으로 주셨더라도, 제 삼자가 본다면 영업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

명과 더불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단순한 부탁에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다. 때로는

으며, 나로서도 여길 다시 방문하는데 은근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았다.

“뭘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굴어”라고 말씀하시곤 하지만, 확실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달랐다. 「청탁금지

‘그래 돌려주자’ 라고 마음을 먹고 매장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껄끄럽고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공짜

법」이 없었다면,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탁으로 지나쳤을 것이고 청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수박이 탐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괜히 내가 까칠한

사정을 봐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개인적으로 싫기도 했다. 적절한 핑계(?)가 없을까 하던 중에 번뜩 떠오른 것이 청탁금지법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홍보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직자와 일반인

수박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오는 나를 의아하게 보는 직원에게 “선생님 요즘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는 함부로 물

모두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매일 하루에 수십 통의 민원·상담전화를 받으면서 사소한 부탁이라도 청탁이 될

건 받으면 저희도 처벌 받고 주신 선생님도 처벌 받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돌려드리고 마음만 받을께요.”

수 있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달할 수 있어 지금은 마음이 든든하다. 또한 매주 감사실에서 보내는 청렴메시지를 받으

혹시나 기분나빠 하지는 않을까 은근 신경쓰고 있는데,

면 마음가짐이 단호해 짐을 느낀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확신하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날 뻔 했네요. 대리님 난처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고 있다.

수급정보처 수급정보팀 유은희

오히려 미안해하는 직원분께 괜찮다며 웃고 돌아서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청탁금지법... 이거 괜찮은데?’. 덕분에 난
감하고 내가 까칠한 사람처럼 보일수도 있는 상황을 청탁금지법이 말끔히 해결해준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 진다거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
만 인정과 호의로 포장된 불합리한 관행과 이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다 발
전된 우리 미래의 지향점이라면, 다소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기분 좋은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더 나아가 입법 취지와 그 파급력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 해결해 주는 적절한 핑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례의 나처럼 말이다.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간의 합의, 홍보가 이뤄진다면, 이 법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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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소식을 한눈에!
대한민국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 것을 필두로, 국내·외 석유관련 산업을
견인·육성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의 낭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중 핵심내용만을 엄선해 오롯이 소개한다.

K-Petro magazine news room

K-Petro 헤드라인 뉴스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하는 클린 PC Day 개최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PC 수리 등 IT 사회공헌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를 수리하고 청소해 주는 ‘한
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하는 클린 PC Day’를 지난 11월 1일 진행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은 이날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일)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인 청솔마을 주공6단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PC 내·외부 청소
▲바이러스 치료 및 성능 최적화 ▲공개 소프트웨어 설치지원 등 IT 사회공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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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MOU 통해
협력관계 구축

펼쳤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0년부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단지 내 아동들
대상 공부방 관리, 독거노인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비롯해 물품과 후원금 등을 지원하
고 있다.

국토부 및 자자체·국방기술품질원·

석유산업 위해 한·중·일 석유전문가 뭉쳤다!

파주시·해군 등과 업무협약

韓 한국석유관리원·中 CPS·日 JPEC, 석유기술회 공동 주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2018년 한중일 석유기술회’를 3국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중·일 석유기술회는 동
북아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석유 기술 정보와 인적 교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석유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중국석유학회
(왼쪽부터)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과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합동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PS), 일본석유에너지기술센터(JPEC)가 매년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석유기술회에서는 ▲각국의 석유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
▲석유 정제기술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현황 ▲석유산업의 환경 이슈 등 총 4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효율적인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파트, 26개 주제가 논의됐다.

국가기관들과의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한국석유관리원, 노사관계 발전 위해 ‘앞장’

등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및 ‘노사한마음 워크숍’ 개최

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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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과 군용 석유품질 관리

한국석유관리원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존중을 실천하고 인권경영 기반

를 통한 군 장비 보호 및 국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으며, 10월 18일에

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는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노사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서 손주석 이

사회공헌 활동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사장과 조주영 경영이사, 본사 및 본부 직원 대표와

이어 11월 21일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소장 이정민)가 함정, 헬기 등

주요 간부들은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해군이 사용하는 유류 안전관리를 위해 해군정비창 정밀측정시험소(소장 황성춘)와

이어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1월 8~9일 양일간 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군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전문기술 교류 및 안보역량

인 한화리조트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한마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손주석 이사

전문성을 갖춘 한국석유관리원과 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인해, 올바른 석

장을 비롯한 임원, 본사 및 본부 직원 대표들과 주요

유유통질서가 보다 빠르게 안착될 전망이다.

간부 등이 참석해 노사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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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TF, 해커톤 통해 62개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도출
한국석유관리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굴을 위한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1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
의에는 지난 9월 구성된 ‘사회적 가치 실현 TF’ 구성원과 각 부서 성과관리 담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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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모색 위한 끝장토론

한국석유관리원, 인터넷에코어워즈 ‘공공SNS분야 대상’ 수상
국민 공감 콘텐츠 발행,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등 노력
한국석유관리원이 12월 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터넷에코어워즈 2018’에서
‘공공SNS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어워즈에서는 인터넷
전문가, 전문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300여명의 평가위원이 출품작들을 평가해 수상

무자 31명이 참석했다.

작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가치 연구소 배성기 소장의 ‘사회적 가치 정책 방향 및 공공기

공공SNS분야 대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석유관련 정보

관의 실현 전략’ 특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고유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

콘텐츠 제공 ▲국민 공감 콘텐츠의 디지털화 ▲소통 강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굴을 위한 해커톤, 2018년 혁신계획 공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작 ▲주제에 대한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가공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한편 이날 도출된 과제는 내부 검토 후 2019년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에 반영될 예

을 위한 화면 구성 ▲반응형 웹 구현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등에서 높은 평가

정이다.

를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 2018년 경찰공무원 워크숍 개최

한국석유관리원,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불법 현황 및 단속정보 등 전문지식 공유

폐기물 재활용 전 단계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등 자원순환 노력

한국석유관리원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강원도 대명 델피노리조트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환경성 평가와 폐기

‘2018년 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석유

경찰청이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경찰공무원 워크숍은 전국 경찰공

관리원은 시험분석 노하우와 토양오염 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국

무원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석유 불법유통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호

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내 제2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

한국석유관리원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며, 올해로 6회째다.

있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 두 곳으로 확대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교육에서는 ▲석유산업 정책동향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가짜석유 및 송유

평가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2년 여간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

관 도유 단속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왔다.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석유관리원, 베트남 석유유통질서 확립 지원 나서

가짜석유 피해 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보호 기여 공로 인정

베트남,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등 석유시장 혼란

한국석유관리원이 12월 1일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보

한국석유관리원이 베트남의 석

호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석유관

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

리원은 단 2곳만 선정하는 단체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 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공

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공기관 중 최초 수상이다.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민 편익을 고려한 소비자 신고제도

표준계량품질원과 ‘2019-2020

운영 ▲이동시험실차량을 이용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상설 운영 ▲소비자감

기술협력 MOU 이행계획’을 체결

시단 교육을 통한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비자의 날인 12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월 3일은 소비자의 권익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2006년부터 10년 넘게 베트남의 석유분야 중앙부처 및 지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 석유품질분석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 지
원, 특수검사장비 현지 시범운영 지원 등 베트남 STAMEQ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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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가짜석유’, ‘가짜유통’을 막아라!
불법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K-Petro인들의 아주 특별한 열정.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을 찾아내기 위한
K-Petro인들의 아주 특별한 예리함.
Specialist의 아주 Special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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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찾은 달콤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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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고 있다, 살아 있음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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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팡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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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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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소비 트렌드 ‘욜로
(YOLO)’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라는
의미였다면, 올해 우리의 라이프 트렌드는 생활 밀착형
행복에 가깝다.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이나, 가성비에 마음의 만족감까지 더했다
는 의미로 마음 심(心)을 넣어 만든 ‘가심비’, 그리고 작
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은 현재의 즐거움
을 위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남기는 욜로대신,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대중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커다란
성공이 주는 행복을 바랄 수 없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소확행을 만들어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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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소확행 찾는 법
소확행은 남을 따라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어떤 행
복을 찾는지가 중요하다. 누군가는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릴 때 행복
하얀 종이 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강 변을 힘껏 달리며 ‘러너스 하이(30분 이상
달렸을 때 느끼는 행복한 쾌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포

한번 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나열하

인트는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르다. 손쉽게 SNS만 찾아봐도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

것이다. 뭐가 되어도 좋다. 사람이 하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행복 중에 나와 가장 잘 맞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고 그 이유를 적다보면 생각이 정리될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대한 탐험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낯선 나와 마주칠 수 있다. 내
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 남이 좋아해서 하는 일인지, 남이 좋아하니까 나도 함께 좋
아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하얀 종이 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한번 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나열하고 그
이유를 적다보면 생각이 정리될 것이다. 뭐가 되어도 좋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성공하면 경험이고 실패하면 추억이 될 테니, 겁내지 말고
도전해보자. 하루 십분 족욕처럼 집에 있는 세숫대야를 이용한 간단한 미션도 좋고,

소확행의 시작,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1986년에 출간 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일주일에 두세 번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일의 자격증을 따보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도

오후>에서 처음 언급됐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돌돌 말은 깨끗한 팬티가 잔

해보는 것도 어쩌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중 하나 아닐까?

좋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위해, 평범하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

뜩 쌓여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작기는 하지만 확고한 행복의 하나가 아닐까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쩌면 나만의 특수한 사고 체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문장에서
시작된 소확행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일명 ‘버블 경제’이라고 불리는 최대 호황기였다. 돈은 넘쳐나
고, 일자리가 널려 있던 그 시절 일본은 ‘소확행’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이유가 없었
다. 모두가 더 큰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칠 때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가던 단어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5년
대만에서였고, 그 이후 2018년 대한민국 라이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되었다. 소확
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사회가 외적 성공에 의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행복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확행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덴마크의 ‘휘게’, 스웨덴의 ‘라곰’, 프랑스의 ‘오
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한 라이프 스타일도 ‘소확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확행은 바쁘게 살아온 시대에 대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일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의 ‘랑겔한스’가 어
딘가의 지명이 아닌 피부에서 항원을 제거하는 세포인 ‘랑겔한스 세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마치 소확행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낙원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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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휘게’, 스웨덴의 ‘라곰’, 프랑

스의 ‘오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

행한 라이프 스타일도 ‘소확행’과 비슷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확행은 바쁘

게 살아온 시대에 대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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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쉽게 찾는
소확행 꿀팁

5개

하나. 꿀바디를 만들고 싶은 나

둘. 내 취향에 꼭 맞는 영화 찾기

셋. 도심에서 즐기는 럭셔리 호캉스

‘홈트’는 홈트레이닝의 줄임말로 요즘은 ‘홈트족’이라는 말이 나올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는 것은 잠시 현실을 잊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진정한 휴가는 여행이 아니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동법이다. 보통 동영상을 보면서

는 신나는 여행이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만나는 것은 생각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장소와 시간 제약이 없어 쉽게 시작할 수 있

보다 쉽지 않다. 모두가 엄지를 치켜세우는 재미있는 영화는 1년에 몇

다. 멀리 여행을 떠날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도심 속 호텔에서 근

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하

편 만나기 쉽지 않고, 그나마 나와 취향에 맞지 않아 극장에서 씁쓸하

사한 하루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최근에는 와인과 안주를 마음껏

는 운동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잘못된

게 돌아선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친구의 영화 추천도 잘 안 맞고,

즐길 수 있는 와이너리 패키지, 도심 속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유럽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무차별 영화 소개 영상도 신뢰가 안 간다면 주목해보자.

체험 패키지, 스파 & 마사지 패키지, 보드게임과 만화, 영화 패키지

추천 유튜버 몸짱 홈트 선생님 ‘땅끄부부’
30대 중반의 평범한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홈트레이닝 전문 채널.

추천 앱 보고 싶은 영화만 쏙쏙 ‘왓챠(Watcha)’
‘왓챠’는 사용자가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한 별점을 30개 이상 매기

땅끄(남편)과 오드리(아내)가 집 거실을 배경으로 촬영한 홈트 영상

면 취향을 분석해 추천영화를 보여준다. 영화 별점 평가를 많이 매

이 올라온다. 직접 해보고 효과가 좋은 운동 동작들을 중심으로 선

길수록 추천은 정확해지며, 보고 싶은 영화를 검색하면 내 예상 별

소개하는 사이트 아고다는 호텔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사

점이 나타나 취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왓챠 플레이’와 연동이

람들의 이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가고 싶은 장소와 날짜를 검색

다이어트 식단 등도 배울 수 있다.

가능해서 추천 영화를 바로 감상할 수도 있다.

굿즈(Goods)는 아이돌, 영화,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정현종 시인은 ‘섬’이라는 시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

장르를 배경으로 출시된 상품을 말한다. 머천다이즈 또는 캐릭터

에 가고 싶다.’라고 적었다.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야하는 모든 사

상품, 관련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적극적인 팬덤 활동을 하지

람은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하는 ‘우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

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문구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

다.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터넷 서점의 굿즈에 주목해보자. 굿즈를 샀더니 책이 딸려왔다는

즐거운 소확행은 없을 지도 모른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색다른

말처럼, 주객이 전도될 만큼 실용적이고 예쁜 상품들이 당신의 마

즐거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자.
추천 앱 버킷리스트 플레이어 ‘플라이어스’
플라이어스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앱이다. ‘해
야 하는 것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해요!’라는 슬로건처럼 온

로 톡톡한 인기를 누렸다. 베스트 셀러나 작가와의 콜라보한 문구

라인으로 사람을 모아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

와 소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셜록이나 무민, 스누피, 보노보노

러 선택지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값을 치르고 원하는 프

등 스테디한 캐릭터들의 굿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양장노트,

로젝트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수제 맥주 만들기, 버스킹 공연, 라디

파우치, 램프, USB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굿즈가 많다.

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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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원하는 숙소를 예약하면 된다. 사이트 내에서 ‘숙소 100배 즐
기기’ 등 주요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섯. 소확행의 진짜 즐거움은 사람

추천 사이트 굿즈로 마음을 뺏는 ‘알라딘(Aladin)’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독서 마니아들의 심장을 저격한 도서 굿즈

추천 사이트 내 휴가를 부탁해 ‘아고다(Agoda)’
전 세계 호텔, 리조트, 호스텔, 프라이빗 하우스 등 다양한 숙소를

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간단한 운동법과

넷. 굿즈를 샀더니 책이 딸려오는 마법

음을 유혹할 것이다.

등 호텔의 이벤트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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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글로벌 에너지 투어

아시아 재생에너지 급속 확대,
세계 1위 중국 견인차
글 조민영(이투뉴스)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새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가 화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판다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가 웃으며 손을 들고 있다. 중국은 국보이자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인
판다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전세계에 이목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국의 추진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발전 용량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태양열, 지열 분야에서 모

빠르다. 중국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고 있으

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영국이 전체 재

며, 지구촌 석탄의 60%를 소비하고 있다. 13억 국민들에게 공

생에너지 용량이 40.5GW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위상

급하기 위해 1600GW의 전력 시설에서 5900TWh의 전기를

이 얼만큼 높아졌는지 엿볼 수 있다.

생산하고 있다. 독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8배가 넘는다.

특히 130GW라는 세계 최대 용량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5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 태양광 발전소’라는 타이틀을 갖기에 충분

전망하면서 전기 수요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다.

지난 2016년 발표한 13번째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2020년까

티베트족 자치구 고원에 400만개 태양광 패널로 이뤄진 롱지

지 현재보다 20% 많은 2000GW의 용량의 발전 시설을 설치한

양시아 댐 시설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국의 대표 태양광 발

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는 1500MW급

석탄과 가스, 원자력 발전 갯수가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으로 중국 텡게르 고지에 세워졌다.

건설도 초고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말 중국은 이미 수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이렇게 풍부한 내수 시장과 자국 정

력 341GW, 풍력 1463GW, 태양광 130GW의 용량을 갖췄다.

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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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실제 설비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 중국 전력 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6개월간 중
국 태양광 장비의 설비 이용률은 14.7%에 그쳤다.
낮은 설비 이용률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 같은 요소
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전력이 2000km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60% 이상을 만들어내는 ‘세계 태양광
공장’이기도 하다. 태양광 선두기업들의 본거지가 된 중국에서

가 넘는 너무 긴 송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손실되는 이유가
낮은 설비 이용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치열한 원가 절감과 규모 경제 확보에 사활을 걸고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고용량직류선(DC)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상만큼
빠르게 건설되고 있지 않는게 현실이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대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요 보
조금을 축소해 태양광 산업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
다.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정부가 150억 달러 이상의
채무가 생기자 공공 자금 지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한 해 중국에는 53G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다. 올해 설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60% 이상을 만들어내는 ‘세계 태

치량은 35GW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광 공장’이기도 하다. 태양광 선두기업들의 본거지가 된 중
국에서 제조사들은 치열한 원가 절감과 규모 경제 확보에 사

이러한 환경 때문에 에너지 투자자들은 원거리 대형 태양광

활을 걸고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들 뒤에는 태양광의 경제적 가치를 보고 높은 수요를 보장

됐다. 대도시에서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력을 소

하는 중국 정부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

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분야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

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왔다. 전력의 약 2/3을 여전히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석탄 화력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태양광 시장의 개편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태양
광 영향력은 중국 국경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메가급 규모

이 가운데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은 토지 이용이 가능한 중국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세계 곳곳에서 발빠르게 진행되면서다.

북부와 북서부 평원 지대는 태양광 발전소에 최적격지로 지목
해 태양광 발전을 집중시켰다.

특히 인도의 태양광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2020년 태양광 용량 목표치를

도 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대 태양

3년 일찍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21년 중

광 발전소’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이집트의

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의 1/3 이상을

1600~2000MW급 태양광 사업에는 여러 기업이 추진하고 있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으며, 중국 회사의 참여도 눈에 띈다.
중국의 판다 에너지 그룹은 피지와 필리핀, 캐나다까지 태양

다만 상대적으로 빈약한 전력망으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문제

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지역에 지을 발전소

와 최근 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주

에 판다 뿐 아니라 코알라와 럭비, 메이플 잎사귀 등 지역 주

요 해결 과제로 등장했다.

민에게 친숙한 모양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중국 인구의 94%가 동부에 몰려있다. 나머지 6%만이 서부에

수출에 나선 중국을 각인시킬 수 있는 광고 효과도 낼 수 있을

거주하고 있다. 중국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북서부와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가 높은 동부 대도시가 서로 반대쪽에 떨어져 위치
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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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비해 일본의 재생에너지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하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당국에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를 적극

국립공원법을 개정했다.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2년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
지 발전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전력 요금

아울러 일본 정부는 사업자와 일반 가정이 부담하는 태양광

인상과 태양광 발전 편중 확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전 전력가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KWh당 구매가격을 사업

발생했다. 아울러 인가를 받은 후 가동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

자의 경우 2022년부터, 일반 가정의 경우 2025년에 현재의 절

사업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났다.

반 수준인 8엔과 11엔으로 각각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
를 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책에 힘입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

최근 일본 정부는 풍력 발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나 동시에 전력망 부족과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발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에너지부 장관은 대형 풍력 발전소에

설비가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의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일본

대해서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규제 완

의 경우 발전차액제도를 도입한 이후 태양광 발전을 성공적으

화는 사업자의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로 확대시켰으나, 재생에너지원간 불균형과 전력 요금 인상이

현행법은 1만kW 이상의 풍력 발전소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라는 문제를 안게 됐다. 우리나라도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

받아야 하나 에너지부 장관은 기준 용량을 높일 예정이다.

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제 지원과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앞서 일본 풍력 협회는 환경 영향 평가는 풍력 발전량 확대에
주요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해왔다. 평가 과정에 4~5년 정도

여러가지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재

걸리고, 수 백만 엔의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생에너지 발전량이 향후 10년 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1000만kW의 풍력 용량을 확대하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 등 해외 투자가 잇따르면서 차세대 해상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 용량은 339만

풍력 시장으로 동북 아시아가 지목되기도 했다.

kW였다.
고속 성장을 앞둔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인프라
풍력 발전에 대한 법 기준이 완화된 반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족과 파이낸싱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대한 관련 법은 강화되고 있다.

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환경부 장관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 영향 평
가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삼림부는 2016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한 삼림 훼손 규모는 2012년 대비 12배 늘었다
고 발표했다. 2600 헥타르 삼림이 대형 태양광 발전소로 뒤덮
혔다.
이 같은 태양광 발전소 확대는 환경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 변화 목표치에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과 사업 단체를 만족시킬만한 솔루션을
만들어야만 했다.
대표적으로 후지노미야 시의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후지
산 전경을 해칠 것을 우려해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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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연극 <장수상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다!

충북본부 검사팀 김진현 사원 가족

<샤갈 러브 앤 라이프>

아버지 김성렬, 어머니 강미현, 동생 김진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9월의 어느 주말. 가을 축제로 한창인 대학로 거
리가 인파들로 가득 찼다. 김진현 사원 가족
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로니에공원을 이
곳저곳을 돌며 각양각색의 길거리 공연을 감상했다.
네 가족이 모두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 대학로 주
말데이트는 덤.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문을 두드렸다”는 김진현 사원의 SOS에 K-Petro가 연
극 <장수상회> 공연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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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마음 따뜻한 사랑이야기와 가슴 아픈 반전이 공존하는
힐링의 공간과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데이트
네 가족이 모이기 위해 몇 차례 일정을 조정해야만 했다. 김진
현씨는 얼마 전부터 충북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주중에는 부
모님과 떨어져 지낸다.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도 교회 활동 때
문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모태신앙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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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다. 교회 행사는 물론 차량

명품배우들의 향연

운행까지 도맡고 있다.

“누가 신경써 달랍니까.” “저기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동생 김진우씨는 “연극을 처음 봤는데 정말 색다르고 감동적”

게다가 동생은 직업군인이다. 현재 양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극 <장수상회>에서 장수상회의 점장 김성칠(신구)과 옆 가

이라며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집에 돌아오지만 훈련이 잡히면 꼼짝없이 부대에 머

게 임금님(박정수) 두 사람이 그려내는 러브스토리는 황혼의

김진현 사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며 “부모

물러야 한다. 촬영하기로 한 날도 훈련이 잡혀 날짜를 옮겨야

로맨스지만 젊은이들의 사랑만큼 설레고 따뜻하고 감동적이

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

했다. 김진현 사원은 미안해하면서도 “네 가족이 함께 했으면

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 특히 아들과 딸이 주인공 김성칠이 자식들을 못 알아보자

좋겠다”며 날짜조정을 조용히 타진해 왔다.

연극에서는 ‘치매’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따뜻한 사랑이야기

“제발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

네 가족밖에 안되지만 함께 모이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오죽

로 승화해 냈다.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응원과 사랑으로 치환

렀다고 했다.

하면 어머님의 소원이 ‘아들들과 함께 주말 보내기’일까.

해 내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오늘은 모든 게 처음이었다. 랍스타 파스타도 처음, 연극도 처

“너무 죄송했어요. 곧 추석도 다가오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장수상회는> 할리우드 영화 ‘러블리, 스틸’을 리메이크 한 강

음, 가족이 함께 사진 찍는 것도 첫 경험이다.

보내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 매거진에

제규 감독의 동명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한 것이다. 2016년 초

“가족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

나온다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워 하셨는데, 아들들과 좋은 추억

연을 시작으로 3년째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순재, 신

았어요. 연극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가족사진도

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 기뻐하셨죠.”

구, 손숙, 박정수 등 관록의 배우들의 명연기는 ‘명품 연극’이

찍을 수 있으니,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어렵게 네 가족이 모였다. 연극을 보기 전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는 찬사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김진현 사원은 “우선 곁에 있어주신 부모님께 이 시간을 빌어

에서 근사한 점심부터 즐겼다. 유명한 TV프로그램에도 나왔

김진현씨 가족도 연극이 끝나고 한참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

다는 이 레스토랑의 음식 맛은 소문대로 훌륭했다. 이탈리안

감동의 여운이 가슴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깊은지 느껴졌다.

음식이 낯설 만도 한데 부모님들은 아들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가족들 모두 연극을 처음 봤어요. 직접 눈앞에서 명연기를 보

그는 이어 “이런 기회를 주신 회사와 K-Petro에게 진심으로

마냥 기뻤다. 네 가족은 오붓한 식사를 마치고 연극 공연장으

니 더 잘 전달되고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좋

감사한다”며 “따뜻한 감동을 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로 향했다.

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다짐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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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위와 전쟁,
철저한 에너지 월동준비로 이겨내자

에어콘 없이 단 일분일초도 견딜 수 없었던 슈퍼울트라급 더위가 엄습했던 올해 여름.

에너지 월동준비 10계명
❶ 냉방기기 정리하기

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5등급에 비해

❽ 방한용품 마련하기

에어콘 필터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리모콘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모자, 장갑, 목도리, 부츠 등 패션제품 외에도

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가을을 보내면 여름

은 반드시 건전지와 분리해 보관한다. 에어

수 있다.

손난로 등 다양한 기능과 가성비가 높은 방

더위보다 더 냉혹한 초절정 겨울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무방비로 당했던(?) 여

셔큘레이터 등의 냉방기구도 날개와 분리해

어쩔 수 없이 시원함과 맞바꿨다고는 해도 상상초월 전기료 폭탄의 충격은 쉽게 가시

름을 교훈삼아 철저한 에너지 월동준비로 겨울을 대비하자.

한용품도 장만하자. 방한용품을 구매할 경우

청소하고 물기를 잘 말려 전용덮개를 활용해

❺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평소 습관, 개인 취향과 몸의 특성을 고려해

보관한다.

최근 바이오에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

신중히 선택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 친환
❷ 자동차 관리하기

경 제품들은 자연 발효한 원료를 사용해 가족

❾ 건강 챙기기

시야 확보를 위한 워셔액과 와이퍼 점검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

겨울이면 부족해지는 비타민 보충과 감기 예

필수. 눈길에 대비해 윈터타이어와 체인을

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방을 위해 유자청이나 모과청 등을 준비해

체크리스트 만들어 꼼꼼히 체크

준비하고, 추위에 방전되기 쉬운 만큼 배터

될 것이다. 짧은 가을을 아쉬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철저한 월동준비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

❸ 난방기기 점검하기

호, 건강 관리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려보자.

이, 두꺼운 커튼을 통해 열 손실량을 줄여

❿ 좋은 습관으로 절약하기

보일러는 열교환기와 배기통 내부에 쌓인 먼

우선 여름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름 내내 함께했던 에어콘 등 냉방기기는 잘

야 한다. 또 바닥에 깔아둘 카펫이나 담요 등

지를 제거하고,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 지 살

내의를 입어 몸의 온도를 높이자. 몸의 온도

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전체 열 손실량의

청소해 보관한다. 또 장거리 여름휴가의 동반자였던 자동차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겨울을 대비

펴야 한다. 전기제품의 경우 피복이 벗겨진

를 3~4℃ 정도 올릴 수 있다. 전열기구는 잠

30~40%를 잡을 수 있다.

해야 한다.

곳은 없는지와 온도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

깐씩만 켜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보일러를

지난해 사용했던 난방기구는 미리 꺼내 재사용 여부를 살피고, 새로운 난방기구를 구입할 경우 이왕

하는지 점검한다.

리 점검이 필수다.

더위가 지나간 지 얼마됐다고 벌써 추위를? 아니다. 한두 달 후면 곧 역대급 추위와의 전쟁이 시작

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자.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몸 건강은 곧 에너지
❻ 새는 열 잡기

절약과 결코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이나 틈새박

외출모드로 전환한다. 특히 실내를 적정온도
❼ 습도 유지하기

로 유지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실내온도는

실내에 화분을 키워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20℃ 내외이다. 좋은 습관으로 난방비 20%

것도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습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집안 곳곳을 살펴 새는 에너지를 잡아야 한다. 창틈과 현관문 등 틈새를 막아 열 손실량을 줄

❹ 에너지 효율 확인하기

이고,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 등을 깔아 잔열이 유지시켜야 한다. 화분, 빨래 등을 활용해 적정 습도를

기존 난방기구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

효과가 뛰어난 식물인 디펜바키아나 넝쿨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등급이 낮은 기구의 경우 교체나 사용 자

물인 아이비와 싱고니움은 키우기도 용이하

개인적으로는 방한용품으로 체온 변화를 최소화하고,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양 보충에도 신경

제를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난방기기 구매

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써야 한다.

시 반드시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한다. 에너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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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부본부
노현일 대리, 김승우 사원, 전현석 사원, 안봉식 사원

도심 속에서 찾은
달콤한 휴식

#1 산소방으로 들어가기 전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차에서 오래 있어야 하잖아요. 차내

자칭 수도권남부본부 F4가 분당 수내역 한 산소방에 모였다.

공기도 나빠 기관지가 안 좋아졌어요, 마침 대리님이 이런 자

본격적인 힐링에 앞선 입풀기(?). 수다가 시작됐다.

리를 마련해주시니 전 감사할 따름이죠. 여기 연인들의 데이

먼저 F4의 리더이자 팀의 엄마 같은 존재라는 노현일 대리가

트코스로 인기가 높다던데, 여자친구랑은 못 왔지만 우리도

이야기를 꺼냈다.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즐겨봐요.”

“다들 최근 들어 업무가 늘면서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왔

전현석 사원도 맞장구를 쳤다.

더라고. 우리 본부 직원들 피로감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

“요즈음 쉴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예전에 한번 여기에 와이프

을까 고민하던 차에 가까운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산소방 체험

랑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

국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

모집공고가 나왔더라.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신청했어.”

이 굴뚝같았는데, 대리님 고마워요.”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1조 원을 훨씬 웃돌

사실 노 대리는 팀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후 그 역

“산소방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꼭 오고 싶다고 생각했는

할을 대행하고 있다. 정작 본인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

데 쉽지 않았어요. 더 많은 얘기는 들어갔다 나와서 해요.”

데 동료들을 먼저 걱정했다.

안봉식 사원의 까칠한(?) 한마디를 끝으로 수다 1차전이 마무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정에 아쉬움과

리되고 산소방에 들어섰다. 편백나무로 둘러쌓인 방에 칸칸

국석유관리원 직원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

미안함이 드러났다. “팀장님께 보고 드리는데 업무 처리하시

마다 안마기가 놓여있다. 본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한 사

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마

느라 정신없더라고. 갔다와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드리

람씩 자리를 잡고 누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르르 눈이

음먹고 며칠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녹록지 않다. 그래

고 사무실을 나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감긴다.

수보권남부본부 F4의 산소방 체험기

고 있다는 전문기관 조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느라 한

서 도심 속 쉼터, 산소방을 찾았다. 수도권남부본부 F4의

장소협찬 미스터힐링

유일한 20대 김승우 사원이 말을 보탰다.

산소방 체험을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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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방을 나온 후

말라서 그런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좋긴 했어요.”

검거를 앞두고 있었다. 과거 단속된 이력이 있는 차주는 더 조

1시간 후 한명씩 방을 나왔다. 미리 시켰던 시원한 음료가 기

김승우 사원도 장난스러운 듯 소감을 이어갔다.

심스럽게 주위를 살폈고, 노현일 대리 조가 잠복해 있는 차 가

다리고 있다. 노현일 대리와 안봉식 사원은 아메리카노, 전현

“여자친구랑 오지 못한 게 아쉽지만, 남자들과의 힐링도 색다

까이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동료들이 실시간으로 차

석 사원은 케모마일, 김승우 사원은 자몽주스를 주문했다.

르네요. 좋아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하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의 움직임을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자칫 며칠간의 노력이 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수다 2차전이 시작됐다.

힐링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잖아요.”

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4명의 훌륭한 파트너십으로 검거에

“어땠어? 난 활력코스를 선택했는데 몸이 스트레칭 되면서 엄

가슴에는 힐링의 여운을 안고, 손에는 못다 마신 음료를 들고

성공했다.

청 시원하다. 마사지가 계속 되니 깊은 잠은 안 오더라고. 오

뒷 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검거된 차주가 계속 의아해 하더라고. 자기가 주위를 계속 봤

늘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싹 사라졌어. 대신 너무 강했는지 발

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뒤에서 얘기해주지

은 아프더라.” 이번에도 노 대리가 먼저 시작했다.

#3 뒷 풀이, 뒷 담화

않았다면 아마 그날 검거는 실패했을 것 같아.”

“아프긴 했지만, 예전에 왔을 때보다 더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뒷 풀이 장소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산소방 인근 수제맥

“그러게요. 그때 진짜 스릴넘쳤어요. 얼마나 조마조마 하던지.

회식장소로 강추입니다. 이제는 술만 마시는 회식 말고 힐링

주집이다. 비교적 조용한 야외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한층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도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문화가 생겨야 해요.” 전현석 사원

업(?)된 기분으로 못 다한 얘기들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렇게 찰떡 궁합니다.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하며 정

의 얘기에 노 대리도 격한 공감을 나타냈다.

“그거 생각나? 올해 초에 새벽에 단속 나갔던 거.” 노현일 대

을 쌓아가고 있다.

“맞아 맞아. 직원들한테 강추. 좋은 경험이었어. 퇴근하고

리가 4명이 함께 출동했던 사건에 대해 꺼냈다. 올해 1월 새벽

“앞으로도 우리 서로 아끼며 잘 살자. 어? 잔이 비이커갔네.

산소방에 들르면 내일이 더 활기찰 것 같아. 안봉식씨는 어

단속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현장에서는 파트너와의 호흡이

검사기기 가져와봐. 맥주 정량인지 보자. 하하하”

땠어?”

중요한데, 어둑어둑한 새벽이나 저녁에는 특히 더 긴밀하게

제 버릇 남 못 준다. 이날 자리는 이렇게 웃으며 마무리됐다.

“마사지 받는 내내 살 좀 찌워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움직여야 한다. 두 명씩 조를 짜 단속 차량을 앞뒤로 둘러싸고

각오 한 마디

힐링의 시간도 가졌으니 각오 한마디 들어보자.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됐으니 연말까지 더
노현일
열심히 달리겠다.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그만큼
대리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싶다. 일과
가정 둘다 잡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되겠다.

전현석
사원

	건강해야 일도 잘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안봉식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정년퇴직할 때까지
사원
열심히 하겠다.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휴식도 가지면서 일도 열심히 하겠다.
모두 건강하게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승우
사원

산소방의 효능
피로에 지친 직장인에게 안성맞춤

산소방에 대한 관심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축구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을 위해 파주NFC에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들어서는 산소방이 샐러리맨들의 새로운 휴식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점심시간이나 가장 나른한 2~4시, 퇴근 후 짧은 휴식
을 만끽하려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산소방 체인점이 늘면서 편한 시간대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은 물론 가족단위로 이용
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산소방은 피로 회복과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시력 안정, 숙취 해
소, 집중력 강화,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맞춤형 휴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산소방만의 매력이다. 두
뇌 휴식과 집중력 강화, 숙취해소 중점코스, 여성을 위한 피부 관
리 및 다이어트 코스 등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된 산소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형 체인점들이 생기기 시작
했고 창업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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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assic

한 겨울밤 하늘에 떠 있는
천 개의 눈처럼

그리고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는 글로 마무리됩니다. 그 두 글 사이에

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거의 이 지면을 다 채울 것입니다. 겨울 초입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다. 한 사회에는 거기 몸담은 한 인간의 감정이 옅지만 넓게 희석되어 있다. 한 인간

선생이 펼쳐놓은 지혜와 통찰은 넉넉하고 따뜻하고 매서운 스승의 품이 되어 우리
를 천 개의 눈을 가진 밤하늘로 데려가곤 합니다. <밤이 선생이다> 출간 후 선생은 <
사소한 부탁>을 출간했고, 지난 8월 8일에 타계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
를 갈구하는, 나아갈 길을 찾는 힘든 사람들에게 ‘밤의 선생’이자 친구였으니까요. 그
의 유작인 <사소한 부탁>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어쩌면 그 슬픔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선망이나 호감을 느낄까요? 잘 생긴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정의

“한 인간의 내적 삶에는 그가 포함된 사회의 온갖 감정의 추이가 모두 압축되어 있

는? 말장난 같지만 몸과 마음을 춥게 만드는 겨울만큼 이런 질문이 어울리는 계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계절
에 내 마음을 따듯하게 만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 혜량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소한 부탁(난다, 2018)

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린 슬픔은 이 세상의 역사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믿어야
할 일이다. 한 인간의 고뇌가 세상의 고통이며, 세상의 불행이 한 인간의 슬픔이다.
그 점에서도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다.”

삶의 지혜를 가진 두 지성인의 책을 소개합니다.
글 정소영(문화평론가)

밤하늘에 빛나는 천 개의 눈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이 가을 또 한 명의 거장이 산문집, 아니 정확히는 대담집을 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부터 <상실의 시대>, <1Q84>, <기사단장 죽이기>에 이르기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 <사소한 부탁>

까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최근에

황현선 선생은 불문학자입니다. 고려대 불문학과 교수였던 그는 프랑스 상징주와 초

들어와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조만간 수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잦

현실주의 시를 연구했으며, 랭보, 아폴리네르, 보들레르의 등의 시를 우리말로 유려

아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게 옮겼습니다. 또한 그는 문인들의 문인이라고 불릴 만큼 심오한 통찰의 소유자

그의 이 대담집은 1979년 첫 책을 펴낸 후 40여년 만에 펴낸 첫 대담집이기도 합니

입니다. 그의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다. 무려 40여 년 동안 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담이 그렇듯이, 그의

그는 생전의 2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신드롬을 일으킨 <밤이 선생

진솔한 생각과 사생활, 의외성 등등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루키 독자라면 축복

이다>입니다. 이 책은 작고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같은 책이지만 그의 열혈 독자가 아니더라도 이 대담집은 가을의 푸른 계곡 같은 마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아래와 같은 구절이 담긴 <과거도 착취당한다>는 에세이로

음의 풍경을 담고 있어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육성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의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
대에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
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
밤하늘에 빛나는 천 개의 눈처럼

들어보십시오.
밤이 선생이다(난다, 2013)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문학동네, 2018)

“한번 무의식층에 내려갔다 올라온 재료는 전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담갔다 건지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문장을 만들면 울림이 얕아요. 그러니 제가 이야기, 이야기,

하는 건 요컨대 재료를 담갔다가 건지는 작업입니다. 깊이 담글수록 나중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지죠.”

어느덧 겨울 한복판에 와있습니다. 이번 겨울의 사나흘 정도는 이 두 명의 거장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내주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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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과 관련된 모든 제안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과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
다. 이중 자체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경영지원팀 차원에
서 적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제안들이 막상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라 제안들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경영지원팀은 좋은
제안들이 사장되는 것만은 막아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
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해 시행을 관철시켰다. ERP(내부 업
무시스템) 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끊임없는 논의와 테스트 끝에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실
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난관을 뚫고 빛을 본 제안들

이번에 시행된 제안들은 자산 관리부터 차량 및 문서, 행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경영지원팀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가장 손에 꼽히는 것은 ERP의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공용
차량관리카드를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서류를 줄였고,
시스템에 차량번호판 기입란을 추가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
었다. 관리자 메뉴를 활용해 변경이력까지 관리가 가능해 진
것은 큰 성과다.
또 ERP와 무인경비시스템(CAPS) ADT를 연동해 ERP상에
서 개인과 팀별 근태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근
매식비 처리를 효율화하고 근태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전화통화시 민원인 전화기에 석유관리원이 발신자로 표시되
는 오피스레터링 서비스와 홍보멘트가 추가되는 비즈링 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버리지 않는다

의지와 노력으로 빛난 실행력

비스가 시작된 것도 이번 제안으로 바뀐 점이다. 이를 통해

참신한 제안이 봇물 터져도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노력

대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좋은 제안들이 사장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좋은 아이디어일 뿐이다.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비가연성 박스를 구

뜻을 모았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른 사업 예산을

경영지원팀은 직원들의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업무

매한 것이나 대외 발송용 봉투에 접착 기능과 미싱라인 기능

효율화에 성공하며 2017년 제안 우수시행부서로 선정됐

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창립기념품을 지역 농산물

절감해 시행하고, 시스템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다. 경영지원팀 업무와 관련해 2017년 한 해 동안 총 9건

로 구매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
는데 기여한 것은 가장 큰 뿌듯함이다.

끊임 없는 노력을 진행했어요.

이 제기됐는데, 종합적인 검토 끝에 6건이 빛을 보게 됐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체계를 바꿔 실제 업무에

신희승 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적용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

있는 제안이라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지원팀의 실행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것”이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2017년 우수시행부서로 선정된

신희승 경영지원팀장은 “조직의 능률과 업무 효율성, 편

와 상시 상황 점검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경영지원팀

의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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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100대 명산 등반 ‘출사표’
올해 3월 11일, 명산 100곳 등반을 목표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한 등산! 그동안 20여 개
산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등반해야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
젠가 100대 명산을 모두 등반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완주를 목
표로 고고씽!
석유기술연구소 석유대체연료팀 이민호 팀장

K-Petro인들의 이야기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지나간 순간을
이야기해주는 사진 한 장. 사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우리의 추억을 소환한다. K-Petro인들이

눈밭에서 우리는 아직도 청춘
지난 2011년 1월 강원도 오크밸리에 도착한 우리는 눈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프샷을 구사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비록 체공시간(?)이 달라 공중전
을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였다.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

들려주는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담았다.

탁구 대회 본선 진출

새로운
도전

지난 해 7월 호남본부로 발령이 난 이후,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이
겨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취미였던 탁구를 떠올렸죠. 제
대로 배우고 싶어,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탁구를 쳤
습니다. 대회에 출전해 본선에 오를 만큼 실력도 일취월장! 비록 대
회 2차전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취미를
찾고 있다면, 탁구 어떠신가요?

내 취미는 가족 캠핑!
가족과 함께, 또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벗 삼아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
다. 그동안 쇼파와 혼연일체가 됐던 저의 주말은 캠핑으로 인해 180° 달라졌
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아내와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예약하랴,
짐 챙기랴, 또 텐트 치느라 쌓였던 피곤함이 싹 달아납니다. 가족 캠핑, 지금
떠나보세요!

호남본부 검사1팀 배수민 사원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서용석 팀장

다음 호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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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호: 최고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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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선사하는 이로움에 날개를 달기 위한
K-Petro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석유와 석유대체 연료의 품질부터 유통까지
멀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석유산업부터
해외진출에 관련된 핵심 내용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담아낸 6개의 기술지 안에는
기술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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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지금!

일본 석유산업 상·하류부문의
주요변화 및 시사점

일본 석유제품 수급전망

[표 1] 2017년 승용차 신차 판매 실적 및 장기 보급목표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석유제품 수급전망에 따르면 석유제품 수요는
1999년도 233백만kL를 피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7년도에

구분

차종

2017년 실적

2030년 목표

기존 자동차

가솔린, 디젤차

63.97%(280.6만대)

30∼50%

하이브리드(HV)

31.20%(137.0만대)

30∼40%

전기차(EV)

0.41%(1.8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

0.82%(3.6만대)

는 169백만kL로 피크대비 약 27.5%가 감소하였고 2018년도 이후 5개년
전망에서도 2022년도 약 155백만kL까지 하락하여 피크대비 약 33.5%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최종원 과장

2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차세대
자동차

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돌

전후 일본은 연합군총사령부 통제 하에서 석유

이어지고 있다.

산업을 포함한 모든 군수산업이 폐쇄되었으나,
1940년대 후반부터 미소냉전 격화, 중국 등 공산

이에 정부는 정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설비 확대를 법적 의무화하였고, 상

주의 확장, 한국전쟁 등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

류부문에서는 정유사 통·폐합을 통한 구조개편 및 사업 다각화, 하류부분에서 주유소

이 급선회하였다. 일본을 아시아 전략 거점화하기

폐업, 셀프화 및 유류 외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솔린 납사 제트유 등유 경유 A중유 B·C 중유
실적치
233 백만KL
[1999년]

200

∼3%

3.52%(15.4만대)

5∼10%

차세대 자동차 합계

36.02%(158.0만대)

50∼70%

100%(438.6만대)

100%

합계

전망치
▲27%

169 백만KL
[2017년]

150

※출처 : 경제산업성 자동차 신세대 전략회의 자료(2018.4.)
▲33%
155 백만KL
[2022년]

100

일본의 차량용 바이오연료 보급은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에 석유업계
의 바이오에탄올 도입 의무량을 규정하고 정유사별 가솔린 판매량을 토
대로 의무 도입량을 배분하였다. 도입초기 2011년도에는 석유환산 21만

50

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였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

0

본 원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석유산업 정책과 석유제품 수급전망 및 석유업계 상류와

는 복구를 위해 미국 메이져 석유회사가 일본 석

90
년

위해 석유산업 규제를 완화하여 정제공장의 가동

0.02%(849대)

크린디젤차

하류부문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석유산업의 미래에 시사하는

유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kL에서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017년도에는 50만kL까지 목표를 상향하
였다.
22
년

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어 석유업계 전반에 경영환경 악화로

백만KL
250

15
년
17
년

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의 차세대자동차 보급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석유제품

10
년

본의 석유산업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05
년

최근 일본에서는 일반차량에 비해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차를 선두로 전기차, 플러

연료전지차(FCV)

[그림 2] 일본 석유제품 수급전망

00
년

입하게 된다. 결국, 1945년 일본은 패전하였고 일

95
년

서론

[표 2] 일본 바이오에탄올 도입 목표 			

[단위 : 1,000kL]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수급전망(2018.4.), 발전용 B·C 중유는 제외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1950년대는 내연기관 및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석

구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22년
도

유는 주력 에너지로 부상하였고 수요도 크게 증가

유종별로 가솔린은 차량의 연비향상 및 주행거리 감소로 2022년도에는

석유
환산

210

210

260

320

380

440

500

500

일본 석유산업의 역사

하였다.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적 무역 자유화 속에서 「석유

2017년도(52백만kL) 대비11.5% 감소한 46백만kL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

에탄올
환산

350

350

430

530

630

720

820

820

일본의 석유역사는 1880년대 에도시대 개항으로 석유램프에 등유를 사

수입자유화에대응한석유산업기본법(이하, 석유업법)」을 제정하여 석유수

망되며, 상대적으로 경유는 화물의 운송효율 및 연비 개선은 있으나 경제

ETBE
환산

840

840

1,020

1,250

1,480

1,700

1,940

1,940

용하면서 시작되었고, 1888년에 일본석유가 설립되어, 1890년에 첫 정제

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석유정제 및 판매 등의 수급통제를 시행하였다.

활동 회복에 따른 화물 증가로 소폭 상승하여 2022년도에는 2017년도

가솔린
수요

57,209

56,207

55,477

52,981

53,127

52,508

51,833

-

ETBE
혼합률
(%)

1.47

1.49

1.84

2.36

2.79

3.24

3.74

-

공장이 건설되었다. 1900년대 초기에 전등의 보급으로 램프용 등유 수요

(33.6백만kL) 대비 0.3% 증가한 33.7백만kL로 전망되고 있다.

는 감소하고 발전기 및 어선용 경유, 자동차용 가솔린 등의 수요가 증가

1970년대 2차례 석유위기로 석유 안정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정제업자

하였다.

등의 비축의무를 규정한 「석유비축법」, 주유소 등록 및 석유제품의 품질

차세대 자동차 및 바이오연료 보급

관리를 위한 「휘발유판매업법」, 1980년대 석유제품 수입을 석유정제업자

2017년 일본의 승용차 신차판매 실적을 보면, 기존 가솔린, 디젤 차량

이에 석유업계는 바이오에탄올과 이소부텐을 반응시켜 생산되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군수물품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를 기

로 제한하는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이하, 특석법)」 등의 규제가 시

은 280.6만대로 전체 판매의 약 64%를 점유하였고, 하이브리드차(HV)가

ETBE(Ethyl Tert-Butyl Ether)로 보급 의무량을 달성해 왔다. 하지만, 가솔

반으로 일본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막강한 군사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

행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혁을 위한 공적규제 완화 분

137만대로 30.2%, 크린디젤차가 15.4만대로 3.5%, 전기차(EV)와 플러그

린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ETBE 혼합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 석유업계

본의 야욕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의 장기화로 석유 등

위기 속에서 평시의 석유산업 자율 존중을 기본방침으로 정유사 원유처

인하이브리드차(PHV)가 각각 1.8만대, 3.6만대로 0.4%, 0.8%로 차세대자

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솔린에 비해 비싼 바이오연료의 원료 자

군수물자 확보가 절실해진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전선을 확대하였다. 이

리량, 가솔린 생산량, 등유 재고확보, 주유소 건설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동차는 약 36%를 점유하였다.

급률도 현저히 낮아 도입 목표량 증가에 대해 정부도 부담을 갖고 있다.

에 미국은 석유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1941년 하

1차 규제완화가 시행되었다.
2030년 차세대자동차 보급 목표는 50〜70%로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도 이후 5년간 도입목표는 2017년도 수준으로

1990년대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로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6년 특석

차(HV)는 이미 승용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였고, 주행거리 확대 및

유지하고 일본산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온

법을 폐지하여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자유화되었고, 2001년 석유업법 폐

저렴한 연료비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

실가스 감축효과 등 실효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로 정부의 수급조정을 폐지하는 등의 2차 규제완화가 시행되었다. 이

리드차(PHV)의 보급도 최대 30%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로써 최소한의 석유제품 품질관리와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휘발유등의

한 아직은 미약하나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확대 등 편의성 제고를 통해 연

석유 상류부문의 변화

품질확보에관한법률」, 「석유비축확보등에관한법률」 만을 남기고 석유산

료전지차(FCV)의 보급도 3%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정제사 통·폐합

[그림 1] 폭격으로 파괴된 정제공장과 불타는 유조선

업은 완전 자유화 되었다.
8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석유산업의 과열경쟁, 석유제품 수요감소, 차
87

[그림 5] 일본 주유소 및 셀프주유소 변화추이
[그림 3] 일본 석유업계 구조개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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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데이터는 각 연별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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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석유연맹 「오늘의 석유산업 2017」

석유 하류부문의 변화

속적으로 셀프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8년 셀프주유소 해금이후 2018년

석유산업 하류분문에서도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주유

전체 30,747개 주유소 중 14,612개소 약 47.5%가 셀프화되어 거의 절반

소의 폐업, 셀프화 및 타이어, 보험, 편의점 등 유류 외 사업 확대 등이 추

에 이르고 있다.

진되고 있다. 주유소수는 1995년 60,421개소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18년에는 30,747개소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연평균 약 1,300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방의 영세주유소의 폐업에 따른 지역 석

개소의 감소세로 피크대비 약 49% 감소하여 반토박이 났다.

유제품 안정공급을 위해 주유소 희소지역에 거점주유소를 육성하고 폐업
주유소의 방치에 따른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폐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또한, 주유소 경영환경은 악화되어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
[그림 4] 일본의 석유정제능력과 가동률 변화추이
만B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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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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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스모석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행보가 주목
된다.

결론 및 시사점
일본 석유산업은 소형, 분산형으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경쟁에 치중하였으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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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능력 감축

연비증가 및 차세대자동차 보급확대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감소로 상류부문에서는 구조개편

200

60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석유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

과 하류부문에서는 주유소 폐업 및 셀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에

급구조고도화법(2009년)을 시행하여 중질유 분해장치 확대 등 설비 고

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을 시행하여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유정제능력(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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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화를 의무화하였다. 이미 두 차례 고시를 통해 1차 고시(‘10.4.〜‘14.3.)
중질유 분해장치 비율 확대와 2차 고시(‘14.4.〜‘17.3.) 잔유처리장치 비

한국의 석유산업은 일찍 수출위주의 전략과 고도화 설비증강, 석유제품 품질향상 등으로 국

율 확대를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석유업계는 정제능력

제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서는 중국, 인도, 중동

량 연비향상 및 차세대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여파로 석유업계는 경영위

감축, 일부공장 폐쇄 등 정제규모를 축소하여 고도화설비 의무 비율을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정제능력 확대, 하류부문에서는 석유시장의 과열경쟁 및 중장기적 석유

기에 직면해 있으나, 소규모 분산형 정제구조로 국제 경쟁력이 약하고 추

달성하였다.

제품 수요감소 예측 등으로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로 인해, 일본의 원유 정제능력은 2010년 3월말 기준 28개 정제공장의

이에 한국 석유업계는 일본 선례를 토대로 면밀한 국내외 수요예측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과

479만BPD에서 2017년 3월말에는 22개 정제공장의 352만BPD로 127만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정제기술 고도화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출처 : 월간 동양경제(‘18.7.)

가적인 설비투자 여력은 더더욱 없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유사
간 자본 및 물류제휴, 통폐합 등 구조개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JX에너지와 토넨제네랄이 JXTG에너지로 통합되어 일본 석유제품

BPD(약 27%)가 감소하였다. 향후 3차 고시에서는 그동안 중질유 유효이

더욱 확고히 하고, 향후, 수소 등 신연료와의 상생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수요의 약 50%를 점유하는 거대 석유기업으로 재탄생하였고, 이데미츠

용을 위한 고도화설비 비율은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가동률 향상

생각된다.

코산과 쇼와쉘석유가 2019년 4월 통합 예정으로 향후 일본 석유산업은

등 유효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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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본 원고 내용 중 00년과 00년도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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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기 시리즈(6)
석유제품 밀도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밀도란?
이렇듯 밀도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이다. 밀도의 사전적 의미는 단위부피당 잘량을
나타내는 값이다. 부피가 일정할 때, 한 물체의 밀도가 클

글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정성 과장

수록 그 물체의 질량은 크다. 한 물체의 평균밀도는 그 전
체 질량을 그 전체 부피로 나눈것과 같다. 더 조밀한 물체
는 같은 질량의 덜 조밀한 물질보다 부피가 적다. 보통 밀
도는 압력이나 온도가 변함에 따라 변한다. 압력이 증가하
면 무조건 물질의 밀도는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보통
밀도가 낮아지지만,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물의 밀도는
녹는점 0℃에서 4℃ 사이에 증가하며 비슷한 모습이 낮은
온도의 규소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고체〉액체〉기체 순
으로 밀도가 크다. 그러나 물은 액체〉고체〉기체 순으로 밀
도가 크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들이 매우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빽빽하게 모여 있는 상태이므로 밀도가 크다.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에 비해 분자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밀도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게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순금여부를 확인했던 일화일 것이다. 그 일화를

좀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고체보다 작은 밀도를 갖는다.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분자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같은 수

요약하면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는 나라의 번성함을 감사하는 표시로 황금으로 된 왕관을 신전에 바치기로 하

의 분자에 대해 차지하는 부피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 훨씬 크다. 그래서 밀도가 매우 작은 편이다.

고, 왕은 금 세공장이에게 금덩어리를 주며 왕관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금 세공장이는 금을 떼어먹고 대
신 은을 섞어 왕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왕관의 질량이 처음의 금덩어리와 같아서 왕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왕은

원유의 비중 API도

아르키메데스(B.C 287-212)에게 특명을 내려 조사를 시켰다. 왕관을 부숴서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쉽게 해

API도는 석유의 비중값을 객관화한 것인데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도라고 한다. 비중은 어

결될 문제였지만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졌다. 어느날 왕관 문제에 골치를 썩고 있던

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 물질의 밀도와의 비를 말하는것이다. 그래서 표준물질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개

아르키메데스는 잠시 기분전환도 할 겸 해서 공중목욕탕을 방문하였다. 물이 가득 차 있던 욕탕에 들어간 아르키

념이기 때문에 비중을 상대밀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 및 액체는 4℃, 1기압에서 물이 표준이 된다. 석유

메데스는 그때 자신이 들어가자 밖으로 넘쳐흐르는 물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한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에서는 15.6℃(60℉)를 기준으로 한다. 밀도와 비중은 혼동되기 쉬운데,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양이며, 비중

‘물속에 물체를 넣으면 그 물체의 크기만한 용량의 물이 나오기 마련이지 금은 은보다 무거우니까 같은 무게의 은

은 기준 물질과 비교되는 밀도의 비라는 점으로 다른 것이다. 기준이 물이기 때문에 비중이 1보다 큰 물질은 물에

은 금보다 더 많은 물이 넘쳐나올거야! 아르키메데스는 새로운 발견에 흥분한 나머지 발가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서 가라앉고, 비중이 1보다 작은 물질은 물에 뜨게 되는 것이다. 석유제품이 일반적으로 물위에 뜨는 것은 비중이

뛰쳐나요면서 한 말이 ’유레카(알았다)‘라고 한다.

1보다 작기 때문이다. API도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API도 = (141.5/원유의비중) –131.5 API도는 원유의 비
중과는 반대로, 값이 커지면 더 가벼운 원유이고, 값이 작으면 무거운 원유가 되는 것이다.
141.5
API도

=

-

131.5

원유의 비중
<원유 API도에 따른 구분>
구분

API도

경질유

중질유

중질유

Light Crud Oil

Medium Crud Oil

Heavy Crud Oil

34이상

24~34

24이하

원유는 탄화수소 혼합물로서, 생성되는 지역의 환경과 조성된 시간에 따라서 품질 및 성분에서 차이가 나게된다.
이러한 차이를 객관화해서 석유의 품질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원유의 구분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생산지, API도, 황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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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에서 밀도의 의의

<하이드로미터법 측정원리>

국내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유만 815 ~ 835(kg/m3)의 규격
A

범위를 정하고 있다. 밀도는 연료의 구성성분과 성능특성(시동성, 출력, 연비, 저온성능, 배출가스)을 나타내는 가

2

A

2

장 일반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료의 구성성분 측면에 있어서 구성성분의 탄소갯수가 증가할수록 밀도도 증
가한다. 탄소갯수가 같은 물질이다 하더라도 결합방식에 따라 파라핀-나프텐-아로마틱 순으로 밀도가 높아진

1

3

1

3

다. 밀도는 연료에서 단위 부피당 출력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같은 부피에서 높은 밀도의 연료가 주입되었을
때 보다 높은 출력을 발휘 할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짐을 싣은 상태에서는 높은 밀도의 연료가 오히려 배출가스가

범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용경유의 밀도 품질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성능 및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

1. 액체

있는 것이다. 디젤엔진에서 경유 인젝션은 부피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타이밍을 통하여 제어되는데 연료의 밀
도 변화는 엔진동력과 배출가스 및 연료소비의 변화를 가져온다. 유럽 EPEFE 프로그램에서 연료의 밀도도 기계

4

2. 수평 액면

A

A
4

5

5

적으로 제어되는 인젝션장치의 인젝션 타이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결국 밀도가 배출가

3. 메니스커스 밑면
4. 측정할 때 이 지점을 읽는다
5. 수평액면

스와 연료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엔진성능과 배기관 배출을 최적화하기 위하

6. 메니스커스

여 최소 및 최대 밀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6

석유제품의 밀도 측정방법

진동 U자관 밀도 시험방법은 오실레이팅 U자관(Oscillation U-Tube)을 사용하여 액체의 밀도를 추정하는 시험방

석유제품의 밀도측정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낚시찌를 연상케하는 하이드로미터법과 진동에 대한 물질의 저항

법으로 대표적인 시험방법은 KS M ISO 12185, ASTM D4052를 들수 있다. 먼저 오실레이팅 U자관의 원리를 살

을 측정하는 진동 U자관법이 대표적이다.

펴보면 액체 및 가스의 밀도를 측정하는 핵심 기술로 진동의 주파수에 대한 전자측정으로 밀도값을 계산하는 방
식으로 시료는 진동이 가능한 용기에 채워지고 이용기의 고유 진동수는 채워진 시료의 질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

<원유 및 석유제품 대표 밀도시험방법>
구분

하이드로미터법

다. 시료가 없을 때 진동수와 시료가 채워진 후의 진동수를 비교하여 시료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U자관 진동법
<U자관법 측정방법>

시험방법

KS M ISO 3675

KS M ISO 12185

원유 및 석유제품-밀도시험방법-하이드로미터법

원유 및 석유제품-밀도측정-진동U-자관법

ASTM D1298

ASTM D4052

Standard Test Method for Density, Relative Density,
or API Gravity of Crude Petroleum and Liquid
Petroleum Products by Hydrometer Method1

Standard Test Method for Density, Relative
Density, and API Gravity of Liquids by
Digital Density Meter1

ISO 3675

ISO 12185

Crude petroleum and liquid petroleum products Laboratory determination of density - Hydrometer
method

Crude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Determination of density - Oscillating
U-tube method

시험방법은 우선 공기로 채워진 셀이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 차가 1이 넘지않을 때 밀도계를 판독한다. 재조정이
필요하면 재조정한다. 적절한 주입기나 자동시료주입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주입한다. 시료를 주입할땐 거품이 생
기기 않도록 주의한다. 밀도계가 밀도 0.1kg/m3 범위까지 안정된 읽음값을 표시할 때 그 값과 0.1℃에 가장 가까

하이드로미터법은 비중계를 이용하여 액체표면과 만나는 점을 읽는 방법인데 시험방법은 KS M ISO 3675, ASTM

운 셀 온도를 적고 기록한다.

D1298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원유 및 액체석유제품(증기압이 100kPa이하)에 사용되며 15℃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험방법은 시료를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시료와 대략 동일한 온도로 맞춘 하이드로미터의 실린더

<자동 밀도시험기기>

속에 이 시료를 옮겨 넣는다. 온도를 조정한 적당한 하이드로미토를 시료에 넣고 정치시킨다. 온도가 평형을 이
루게 되면, 하이드로미토의 눈금과 시료의 온도를 읽고, 표준 측정표를 사용하여 15℃로 환원시켜 하이드로미터
의 눈금을 관찰한다. 시험중 지나친 온도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하이드로미터의 실린더와 그 내
용물을 온도가 일정한 중탕에 넣는다.
Anton Paar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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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 社

KEM 社

Mettler Toledo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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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ergy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LPG충전소 정량검사 도입 추진
세 번째로는 현재 「계량법」에 따라 LPG미터기의 수시검사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검사장비와 전문적인 검사
글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 김지민 과장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관계로 전문 검사기관이 액법에 따라 검사인력과 장비를 갖
추어 수시로 정량판매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수송용 LPG를 사용하고 있는 호주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마
다 개별 법령은 다르지만 수송용 LPG 시장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자국실정에 맞는 수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대안으로 기존 경유보다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환

시 LPG 정량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적으로 우수한 LPG(2호)의 보급 확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예로 ‘17년 9월 이찬열 의원
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통관됨에 따라 LPG(2호)를 기존 택시,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등 일부 차종

그 간의 추진 경과(법 개정)

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다목적 차량(SUV)으로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었

이러한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17.11.29)」에서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다. 현재 국회에는 차량용 연료로서의 LPG(2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5건이 계류

제품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이 확정되었다. 또한, 국회 김정훈 의원에서 LPG 정량검사 시행근거 등 액법 개정(안)을

되는 등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 발의(’18.1.25)하였고, 현재 관할 소위인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안으로 법률 통과가 조심스럽게 예상
되고 있다.

현재 LPG충전소 정량검사 현황

그 간의 추진 경과(기반 여건 검증)

현재 충전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에는 LPG충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협회 등과 함께 정량검사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추진하

전소에서 차량에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구입한 양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량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고 있다. 첫째로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규 정량측정방법(코리올리방식)에 대한 현장적용 가능

검증방법 등이 없다. 지금까지 액법에서는 소비자가 공급받는 제품의 품질관리(품질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

여부를 검증하였다. 코리올리 측정방식은 유체가 구부러진 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센서가 감지하여 이

정이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이라 함)」에 따라 3년에 1회 충전소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충전기

를 부피로 변환하는 원리로 해외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정방식의 하나이다. ’18.2월부터 3월동안

내 부피유량계의 허용오차 이내 판매여부에 대한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가 충전소 충전기 부

석유관리원은 전국에 지역별, 공급업체별(폴싸인)로 10업소를 대표로 선정(각 업체가 추천)하여 코리올리 측정방

피유량계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었다. 다만, 관할 지자체는 검사장비와 LPG 정량검사에 필요한

식과 계량법에 따른 무게 측정방식간 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리올리 측정방식과 무게 측정방식간 일

전문적 인력 등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여도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검사가 미흡한 실정으로 소비자 보호

치율이 평균 99.54% 수준으로 확인되어, 현재 계량법 측정방식인 무게방식 이외에 신규로 코리올리 측정방식을

를 위한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량검사 측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LPG충전소 정량검사 도입 필요성

<측정방식간 일치율 비교>

LPG충전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량검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보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LPG유통시장에서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절대적으로

충전소

측정 방식 측정량(L)

측정방법간 일치율 측정 방법 간 오차
(%, c=b/a)
(1.00-c)

코리올리방식(a)

무게측정방식(b)

차이(a-b)

A

20.13

20.10

0.03

99.83

0.17

B

19.86

19.82

0.04

99.77

0.23

C

20.09

20.02

0.07

99.67

0.33

D

19.96

19.89

0.07

99.63

0.37

E

20.02

19.96

0.06

99.68

0.32

F

19.80

19.74

0.06

99.70

0.30

G

20.00

19.98

0.02

99.90

0.10

받은 주유기일지라도 기기적인 노후와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H

20.12

20.07

0.05

99.74

0.26

두 번째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

I

20.08

19.82

0.26

98.71

0.29

하는 행위는 충전량 및 허용오차 준수를 법률(자동차 부착용기 충전 제외)에 마련하였기 때문에 액법상 제도적 일

J

19.88

19.64

0.24

98.78

0.22

0.09

99.54

0.26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LPG 차량은 휘발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과 비교할 경우 등록대수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차량용 LPG의 점진적인 유통 및 수요 성
장이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에 없었던 충전소의 정량미달 판매가 유통과정에서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의 뒷받침은 LPG충전소의 LPG미터기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용 주유기 미터
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액체상태의 유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조작 등을 통한
정량미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간 한국석유관리원이 점검해온 주유소 정량미달 적발사례를 고려
해 볼 때 주유소에서 주유기 내부 메인보드의 프로그램 조작 설치, 주유기 엔코더의 물리적인 유량 증폭 등의 고
의적인 불법 정량미달 판매가 많이 적발되어 왔다. 또한,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1회 정기 검정을

평균

관성 및 용기충전사업자(프로판)와 차량용 LPG 용기충전사업자간 업무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전소가 LPG차량
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량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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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L를 주입하여 두 방법간 실제 측정량을 비교한 결과 무게 측정방식의 평균오차가 ±0.7 수준으로 확인되었으

<해외 LPG 주요 사용국 정량검사 현황 비교>

나, 코리올리 방식은 ±0.5%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코리올리 방식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정밀도를 나타내었다.

구분

호주

터키

다만, 이번 결과는 측정 표본이 10업소로 작아 대표성이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숙련되지 않은 검사원이 무게 측정

운영방식

국립계량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민간
업체에서 검사

계량표준국 관할 아래 각 지사에서 검사

정기

2년

2년

수기

소비자 신고 등 필요시 실시

소비자 신고 등 필요시 실시

초기인증
최대
허용오차 현장검사

±0.6 %

±0.6 %

±1.0 %

±1.0 %

검사횟수

3회 (최고, 중간, 최저유속)

2회 (최고, 최저유속)

방식으로 정량검사를 할 경우 오차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검증결
과를 정부, 업계 및 협회 등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측정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검사 주기

추진해오고 있다.

<20L 주입시 실제 측정량 비교>
충전소

코리올리 방식 오차(%)

무게 측정방식 오차(%)

1회

2회

3회

평균

1회

2회

3회

평균

시료량

평균 50 L/회 이상
(Mastermer 종류에 따라 다름)

평균 50 L/회 이상
(충전속도에 따라 다름)

A

0.7

0.5

0.8

0.7

0.5

0.3

0.7

0.5

장비

Mastermerter

Mastermerter

B

-0.7

-0.7

-

-0.7

-0.8

-1.1

-

-0.9

처벌사항

벌점 및 벌금제

벌금제

C

0.4

0.4

0.5

0.4

0.0

0.1

0.2

0.1

D

-0.2

-0.3

-0.2

-0.2

-0.7

-0.7

-0.2

-0.5

E

0.1

-0.1

0.3

0.1

-0.9

-0.5

0.7

-0.2

F

-0.6

-0.9

-1.5

-1.0

-1.0

-1.0

-1.9

-1.3

G

0.0

-0.4

0.4

0.0

0.1

-0.4

0.1

-0.1

H

0.2

0.2

1.5

0.6

-0.1

-0.2

1.3

0.3

I

0.4

0.4

0.4

0.4

-0.1

-2.5

-0.1

-0.9

J

-0.4

-0.6

-0.6

-0.6

-2.9

-1.7

-0.9

-1.8

평균

±0.4

±0.5

±0.6

±0.5

±0.7

±0.9

±0.6

±0.7

시료 회수방법

디스펜서 내 리턴라인을 이용하여 저장탱 디스펜서 내 리턴라인을 이용하여 저장탱
크로 회수
크로 회수

<호주 및 터키의 정량측정 개념도>

<탱크로리용 Master Meter 및 탑재 사진>

Nozzle
LPG
Dispenser

Nozzle

LPG
Mastermeter

탱크로리용 Master meter

그 간의 추진 경과(해외 주요국 현장조사)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LPG를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의 정량검사 제도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Retum Line

’18.6월 터키(DGMS, Directorate General of Metrology and Standadization)와 호주(NMI, National Measurement

LPG Tank

Institute)에 대한 현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두 국가 모두 국가기관인 계량관련 정부부처에서 LPG충전소의
Liquid Line

LPG 미터기 검정 및 수시확인 개념의 정량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충전소 사업자가 1년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충전소내 LPG미터기를 사설 검정업체에게 검정의뢰하고 그 합격증을 충전소와 검정업체가 모

차량 내 탑재

두 보관하게 한다. 이후 정부 계량기관이 수시로 검정관리 이력을 서류로 확인하며, 불충족 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

향후 계획

재(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발생시 정부 계량기관이 직접 해당 충전소의 LPG미터기

정부는 LPG 정량검사를 ’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정량검

의 조작여부 등 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시검사 개념의 방문점검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었다. 터키는 정부 계량

사 도입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전국 81개 지방사무소(1100명)에서 직접 충전소의 정량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계량기관이 정량검

업계 및 협회와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려되고 있는 정량검사 측

사 및 일반 품질검사가 가능한 현장 이동형 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유

정방법을 적용한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 및 제작을 추진할 계획으로 ’19년 내에 시범제작을 완료하고 현장 적

사 등 공급단계에서 충전소 등 유통단계로 제품을 공급할때 운송 탱크로리에 Master Meter를 의무적으로 탑재하

용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또한, 액법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정부의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정량

여 제품의 인수/인계시 정량공급 여부를 사업자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Master Meter

검사 고시 등 세부적인 업무절차 수립이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19년 10월에서 11월에는 제도 시행에 앞서

는 각 충전소 내 LPG미터기의 소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서 시료를 측정하여 정량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로 특

정량검사 시범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충전소 사업자에게 정량검사 제도의 이해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

이한 점은 국내 충전소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 Master Meter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시료가 충전기 내의 회수 밸브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송용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 LPG

라인을 통해 지하 저장탱크로 직접 회수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유통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LPG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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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품질 특성 및
차량 저온 성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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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난호에 이어 게재 했음을 밝힙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철균

Fig. 4 Composition distribution of fatty acid methyl ester in biodiesel derived from microalgae (Tetraselmis sp.).

3. 결과 및 고찰

결합 함량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구성하는 성분의
탄소가 감소할수록, 탄소 수가 같을 때는 이중 결합 성분의 함량이 증가

3.1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품질 특성

할수록 저온 연료 특성이 개선된다14.

미세조류 Tetraselmis sp.로부터 유래된 BD100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FAME 조성을 알아보기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위하여 Agilent 7890 Series gas chromatograph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Fig. 4), 개별 FAME 조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biodiesel derived from microalgae
(Tetraselmis sp.)

Item

Value

FAME content (wt.%)

98.1

Flash poi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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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tical information of GC analysis for BD100

Retention Time
(min)
13.801

Types of FAME

Peak Area (pA‧s)

Content (wt.%)

C12:0

2.88224

0.12

Kinematic viscosity (40°C, mm2/s)

3.769

15.058

C13:0

4.55590

0.20

Carbon residue (wt.%)

0.024

15.930

C14:0

17.00692

0.74

Palmitic acid methyl ester의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온 연료 특

막힘점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소 특성을 나타내는 세

성인 저온 필터 막힘점은 7℃로 분석되어, 유채유, 대두유 유래 바이오디

탄가와 윤활 특성을 나타내는 윤활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9.92

16.468

C14:1

3.78210

0.16

0.001

16.967

C15:0

2.10354

0.09

Copper strip corrosion (50°C, 3h)

1a

18.095

C16:0

621.43915

26.86

Cold Filter Plugging Point (°C)

7.0

18.381

C16:1

60.94116

2.63

Density (15°C, kg/m3)

884.0

19.211

C17:0

2.09717

Water content (wt.%)

0.013

19.571

C17:1

6.7

20.432

C18:0

Acid value (mg KOH/g)

0.316

20.725

Total glycerol (wt.%)

0.032

Monoglyceride content (wt.%)

0.071

Total contamination (mg/kg)

이오디젤보다는 낮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3.3 차량 저온 시동성 평가 결과

0.09

또한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은 이들 주요 4종의 FAME 성분 외에 15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함량에 따른 –20℃에서의 차량 저온 시동성

14.13990

0.61

종의 FAME 성분을 확인하였고, 일반적으로 약 13종의 FAME 성분으로

평가 시 엔진 시동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엔진 회전수와 배터리 전압 변화

48.74155

2.11

C18:1

477.46808

20.64

구성되는 대두유, 유채유 및 팜유 유래 바이오디젤과 비교하여 다양한 성

추이를 Fig.5에 나타내었다.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진 시동 후 엔

21.308

C18:2

390.14697

16.86

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AME 표준물질로 확인되지

진 회전수는 BD0가 BD3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차량의 배터리 전

21.680

C18:3n6

6.32499

0.27

않은 미지 성분이 약 15 wt.% 정도로 확인되었다.

압은 BD0, BD3 모두 시동 초기 8V 이하로 떨어졌다가 엔진 시동 후

동·식물성에서 유래한 바이오디젤과 미세조류로부터 유래한 바이

15V까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압 회복 속도는 BD0가 BD3보

오디젤의 조성중 특이할만한 사항은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에 γ

다 빨라 BD0의 시동성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Diglyceride content (wt.%)

0.01↓

22.128

C18:3n3

265.92026

11.49

Triglyceride content (wt.%)

0.01↓

22.979

C20:0

3.68972

0.16

Free glycerol (wt.%)

0.013

23.269

C20:1

10.48944

0.45

Oxidation stability (110°C, h)

16.38

23.907

C20:2

2.01085

0.09

Methanol content (wt.%)
Alkaline metals
(mg/kg)

(Na + K)
(Ca + Mg)

Phosphorus content (mg/kg)

-linolenic acid methyl ester(C18:3n6 FAME)가 존재할 수 있다

0.01↓

24.619

C20:4

5.66142

0.24

는 점이다13. 본 연구에 사용된 Tetraselmis sp. 유래 바이오디젤

0.1↓

25.634

C22:0

19.40301

0.84

에는 약 0.27 wt.%의 γ-linolenic acid methyl ester 함유되어 있

1.53

-

Not identified

354.96874

15.35

2,313.77311

100.00

0.1↓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면실유, 팜유 및 자트로파유 등으로부터 유래
한 바이오디젤18과 비교할 때미세조류로부터 유래한 바이오디젤이 연료
적 특성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동점, 저온 필터 막힘점 등
과 같은 저온 연료 특성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의 저온 연료 특성은
바이오디젤을 구성하는 FAME의 탄소 사슬 길이와 탄소-탄소 간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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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보다는 높고, 면실유 유래 바이오디젤과 비슷한 수준이며 팜유유래 바

Total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은 저온 연료 특

음이 확인되었다.

3.2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의 연료 특성

성이 열악한 palmitic acid methyl ester(C16:0 FAME)의 함량이 약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이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의 차량 저온 시동성

27 wt.%로 가장 높았고, oleic acid methyl ester(C18:1 FAME),

및 주행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BD3 및 대조군으로 사용된 BD0의 연료 물

linoleic acid methyl ester(C18:2 FAME), linolenic acid methyl

성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항목

ester(C18:3 FAME)의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이들 주요 4가지 성분

을 제외하고 BD0와 BD3의 연료 물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

이 약 76 wt.%를 차지하였다.

다. BD0와 비교하여 BD3는 저온 연료 특성인 유동점, 담점 및 저온 필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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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ngine speed and vehicle battery voltage for BD0 and BD3 during cold weather startabilbity test at –20°C

99

References
1.“ The 2nd Basic Energy Plan”, 20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 “ The 4th Basic New and Renewable Energy Plan”, 20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3. “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Enforced Date 23, September, 2016, No. 14079.
4. “ Petroleum and Petroleum Substitute Fuel Business Act”, Enforced Date 28,

차량 저온 시동성의 평가는 시동 스위치 조작 후 엔진 스스로 공회전이

드 #1, #4의 온도가 #2, #3 온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엔

1) Tetraselmis sp. 유래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품질 분석 결

가능한 시간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연료별 저온 시동성은 BD0와 BD3에

진 연소 실린더 #1, #4의 위치가 #2, #3보다 바깥쪽에 위치하여 챔버 온

과,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기존 대

대하여 각각 12.8 초, 16.3 초로 평가되어 바이오디젤이 혼합됨에 따라 시

도(–20℃)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유, 폐식용유 및 유채유 유래 바이오디젤보다 유동점, 필터

동성이 다소 떨어졌으며, 이는 BD3가 BD0에 비해 유동점, 저온 필터 막
힘점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500

120

Table. 5 Fuel quality characteristics of BD0 and BD3

2

Kinematic viscosity (40°C, mm /s)

-28.0

-6.0

-4.0

66.0

66.0

2.76

2.77

2,000
60
1,500

332.4

10% carbon residue (wt.%)

0.012

0.012

Water and sediment (vol.%)

0.01↓

0.01↓

Sulfur content (mg/kg)

5.22

5.43

Ash content (wt.%)

0.002

0.004

3,500

Cetane number

57.9

58.6

3,000

1

1

2,500

Cold Filter Plugging Point (°C)

-24.0

-21.0

Lubricity (HFRR) (μm)

348

312

Density (15°C, kg/m3)

823.1

824.7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wt.%)

1.69

1.61

Aromatic hydrocarbons (wt.%)

19.97

19.36

0.0

3.02

0
0

5

10

15

integrated biodiesel production process using supercritical methanol and

20

25

30

유에 3% 혼합한 BD3는 –20℃에서 양호한 차량 저온 시동성

9. J . K. Poppe, R. Fernandez-Lafuente, R. C. Rodrigues, and M. A. Z. Ayub,

간 차량 내구 성능평가와 상용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가

Engine speed (rpm)

60

BD3
40

1,000

0

5

10

15

20

25

30

0
35

Time (min)

Fig. 6 Vehicle speed for BD0 and BD3 during cold weather operability test at –20°C.

Amount Analysis of Biodiesel in Korea”, Tra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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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13. R
 . AKGÜL, B. KIZILKAYA, F. AKGÜL, and H. ERDUĞAN, “Total Lipid and Fatty

350
300

Acid Composition of Twelve Algae from Çanakkale (Turkey)”, Indian Journal

BD0 - manifold #1
BD0 - manifold #2
BD0 - manifold #3
BD0 - manifold #4
BD3 - manifold #1
BD3 - manifold #2
BD3 - manifold #3
BD3 - manifold #4

250
200
150
100

of Geo-Marine Science, Vol. 44, No. 4, 2015, pp. 495-500.
 . Kokkinos, A. Lazaridou, N. Stamatis, S. Orfanidis, A. Ch. Mitropoulos,
14. N
A. Christoforidis, and N. Nikolaou, “Biodiesel Production from Selected
Microalgae Strains and Determination of its Properties and Combustion
Specif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Review, Vol. 8, No. 4, 2015, pp. 1-6.

50

 . Piloto-Rodríguez, Y. Sánchen-Borroto, and E. A. Melo-Espinosa,
15. R

0
0

5

10

15

20

25

30

Time (min)

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BD0, BD3 모두 차량을 규정된 속도
에 따라 운전하면서 차속이 감소되는 현상(surge)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4. 결론

또한 차량 저온 주행성능 평가 항목 중 misfire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배양된 해양 미세조류의 한 종인

기매니폴드에 장착된 온도계를 통해 각 연소 실린더로부터 배출되는 배

Tetraselmis sp.로부터 지질을 추출하여 합성된 바이오디젤에 대한 연료

출가스 온도를 측정하였다(Fig. 7). 각 연소 실린더별로 배출가스 온도는

품질 특성과 차량 연료로서 경유와 혼합되었을 때 저온에서의 시동성 및

다소 차이가 났으나, 평가 연료에 따른 연소 실린더별 배출가스 온도 변

주행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00

“Assessment of diesel engine performance when fueled with biodiesel
from algae and microalge: An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69, 2017, pp. 833-842.

따라서 pedal adjust 동작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화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misfire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매니폴

transesterification: Viewpoint of the mechanism and influence of free fatty

New Energy Society, Vol. 27, No. 4, 2016, pp. 447-461.

450

BD0와 BD3에 대한 –20℃에서의 차량 저온 주행성능 결과를 Fig. 6에 나

prospects”, Biotechnology Advances, Vol. 33, 2015, pp. 511-525.
10. A. Canet, K. Bonet-Ragel, M. D. Benaiges, and F. Valero, “Lipase-catalysed

11. K . I. Min, C. K. Park, J. K. Kim, and B. K. Na, “Study on Potential Feedstock

500

20

500

“Enzyme reactors for biodiesel synthesis: Present status and future

acids”, Biomass and Bioenergy, Vol. 85, 2016, pp. 94-99.

550
100

1,500

8. J . Y. Park, J. K. Kim, and C. K. Park, “A review of Biofuels Production
Energy Society, Vol. 27. No. 4, 2016, pp. 386 – 403.

120

2,000

various feedstock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57,
2016, pp. 496 – 504.
Technologies from Microalgae”, Tra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과 주행성능을 나타내었다.

필요하다.

80

low-cost feedstock”, Fuel Processing Technology, Vol. 140, 2015, p. 252-261.
 . Baskar, and R. Aiswarya, “Trends in catalytic production of biodiesel from
7. G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용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해 차량 연료로서 장기

0
35

Time (min)

0

3.4 차량 저온 주행성능 평가 결과

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팜유 유래 바이오디젤보다는 우수한

이상의 결과로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로서의 미세조류 활용 가능성

20

500

330.3

Biodiesel content (vol.%)

40

1,000

Distillation (90%) (°C)

Copper strip corrosion (100°C, 3h)

BD0

281.
6. D
 . L. Manuale, G. C. Torres, C. R. Vera, and J. C. Yori, “Study of an energy-

2) Tetraselmis sp. 유래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

Exhaust gas temperature (? )

Flash point (°C)

-31.0

80

Vehicle speed (km/h)

Cloud point (°C)

BD3

Vehicle speed (km/h)

Pour point (°C)

BD0

Engine speed (rpm)

ITEM

100
2,500

variety of high free acid containing feed stock to biodiesel using solid acid
supported catalyst”,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104, 2015, pp. 273 –

막힘점이 높아 저온 연료 품질 특성이 떨어지지만, 현재 국내

저온 연료 품질 특성을 나타내었다.

3,000

March, 2017, No. 14476.
5. D
 . D. Bala, K. de Souza, M. Misra, and D. Chidambaram, “Conversion of a

Fig. 7 Exhaust gas temperature in exhaust manifold for BD0 and BD3 during cold
weather operability test at –20°C.

16. D
 . W. Shin, J. H. Bae, Y. Cho, Y. J. Ryu, Z. H. Kim, S. M. Lim, and C. G.
Lee, “Isolation of New Microalgae, Tetraselmis sp. KCTC12236BP, and
Biodiesel Production using Its Biomass”, Journal of Marine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Vol. 8, No. 1, 2016, pp.39-44.

후기

17. C
 o-ordinating European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Test
for Lubricants and Engine Fuel (CEC), “Cold Weather Performance Test
Procedure for Diesel Vehicles”, CEC M-11-T-91.

본 논문은 정부(해양수산부)의 ‘해양미세조류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18. J . K. Kim, E. S. Yim, C. H. Jeon, C. S. Jung, and B. H. Han, “Cold Performance
of Various Biodiesel Fuel Blends at Low Temp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Vol. 13, No. 2, 2012, pp.293-300.

101

Go! K-Global

요동치는 활화산, 배움의 열정 끓어오르다
- 2018년 글로벌 CSR사업 「코스타리카 기술학교」 개최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

「화산, 커피, 에코투어」 인터넷 포털에 코스타리카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다. 우
리나라의 1/4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 내 고향 대구 인구의 2배정도인 약 500만 명이 사는 나라, 그 작

<표 1> 2018 코스타리카 기술학교 프로그램
강의주제
한국의 석유품질·유통관리 제도

·한국의 석유산업 현황 : 에너지소비, 석유수급·유통구조 등
·국내·외 연료품질관리제도 및 국내 연료품질관리 우수사례

가짜석유제품의 폐해와 근절

·가짜석유 폐해 연구결과 :차량고장, 배출가스, 탈세규모 등
·가짜석유 근절기술 : 비노출차량, 수급보고제도, 식별제

석유대체연료 보급 정책 및 현황

·석유대체연료 보급 목적 및 전망과 한국의 에너지정책
·국내 석유대체연료 종류 : 바이오중유, BD, 바이오항공유 등

한국의 표준 개발
한국의 석유제품 품질분석시스템

은 나라에 11개의 화산이 있고, 그 중 4개는 지금도 살아있다.
커피는 중남미 어디를 가나 자기나라 커피가 최고라고 하지만, 코스타리카 커피는 말그대로 일품이

친환경 주유소 기술

다. 무기질이 풍부한 토양과 연중 온화한 기후로 단위 면적당 커피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품종과 가공법도 법적으로 규제하여 세계적으로 “완벽한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커피는 맥’

주요내용

한국의 선진 송유기술

·한국 표준(KS) 개요 및 KS 분야별 운영 현황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역할 및 적합성 평가
·석유제품 개요 및 양국의 석유제품별 품질기준 비교
·한국의 석유품질분석 체계, 숙련도시험 소개
·한국의 주유소 구축·운영 관련 법령 및 환경관리 기술
·토양정화기술 및 주요사례 소개
·한국의 송유관 구축·운영 관련 법령
·송유 운영 및 도유방지 관련 기술

이란 본인의 진리를 흔들기도 했다.)
커피만큼이나 완벽한 석유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코스타리카의 열정이 활화산처럼 끓어올랐던 「석유
품질유통관리 기술학교」 개최현장을 스케치하고, 석유에너지 분야의 최근 현황을 얘기하고자 한다.

라이즈는 한국의 주유소 구축·운영에 대한 규제사항 및 친환경 관리기술을 소개하였으며, 대한송유관공사는 한국의
송유관 운영 및 도유방지에 대한 선진기술에 대해 강의하였다.
본 사업은 관리원의 첫 도전이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간 개도국 기술지원 수탁사업으로 KOICA

첫 도전 현지 기술학교 개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이 주류였다면, KOTRA 글로벌CSR사업 수행을 통해 PDA(민간개발원조)사업까지 수탁

관리원이 KOTRA 글로벌 CSR사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CSR사업은, 통상과 경제협력 확

사업을 다양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관리원의 해외 교류·협력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민간분

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야 선진기술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유

Responsibility)의 실천이다.

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등 다양한 원조사업에 도전해보고 싶고, 이를 통해 관리원의 신사업 발굴 및 국내 석유업계의

KOTRA가 2013년부터 추진한 매칭그랜트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참가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지원하여 해당

활발한 해외진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국가의 현안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두 번째 코스타리카 2021 탄소중립국 선언

현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사업이다.

올해로 코스타리카와 관리원이 협력활동을 시작한지 2년째다. 2017년 KOICA 글로벌연수에 코스타리카 연수생이 참

2017년 기준, 총 87개의 기업이 52개국가에서 100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KOTRA 글로벌 CSR사업에는 크게 4가지 사

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해 9월 코스타리카 공공서비스규제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올해 현지 기술학교

업이 있다. ▲자사제품 ·서비스 체험형 CSR,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상생가치 창출형 CSV, ▲유휴장비 신흥

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기술협력 MOU 이행의 일환이다.

국 이전사업 이다.
관리원은 이번에 <해외 기술·경영학교> 사업을 수행하였다. 「석유제품 품질관리시스템과 기술; 한국의 노하우 공유」
라는 주제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코스타리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기술학교를 진행 하였으며, 양일간 약 120여

<사진1, 2> 코스타리카 기술학교 개최

명의 현지 석유·에너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에는 코스타리카 에너지환경부, 보건부, 농축산부 등 정부부
처 및 공공서비스규제국, 국영정유사 등 공공분야 관계자와 기술연구원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 산·학·연구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했다. 개회식에는 관리원 손주석 이사장님과 로베르또 공공서비스규제국장, 알레한드로 국영정유사 사장
과 함께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 윤찬식 대사님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특히 대사님은 양 국간의 기술 교류
협력의 유의미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향후 활발한 교류협력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셨다.
기술학교의 강의주제는 총 7개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강의주제는 코스타리카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중 가짜석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 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체연료 보급 관련하여 농축산부
와 연구계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번 기술학교에는 국내 민간기업도 참여하였다. 주유소 토탈솔루션 업체인 동명엔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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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연간 코스타리카 석유제품 수입량 및 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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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스타리카의 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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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관리원측에 석유제품의 윤활성 품질기준과 시험장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석유대

<사진 3> 송유관(지상구간)

체연료의 경우, 2016년 바이오에탄 보급을 시도하였으나 시범보급 중 증기압 증가 등에 대한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지
1년 사이에 코스타리카는 새로운 분위기였다. 지난 5월 취임한 38살의 까를로스 알바라도 신임 대통령이 수송용 연료

못했다. 그러나 2021 탈화석연료 정책 달성을 위해 석유대체연료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과 코

에 대한 혁신적인 목표를 내세워 코스타리카 독립 200주년이 되는 해인 2021년까지 탄소중립국을 천명했다. 이에 대

스타리카의 기술교류협력은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 강한 의지로, 취임식에 수소버스를 타고 입장하기까지 했다.

두 번째 도전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근절이다. 코스타리카는 동으로는 카리브해, 서로는 태평양을 인접하

현재 코스타리카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송용 연료로는 100% 화석연

고 있어 국토면적 대비 해안이 많으며 어업이 발달했다. 어업은 국가 GDP의 0.32%(‘02년 기준)를 차지하며 연간 어업

료를 사용하며, 이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차량 보급량도 매우 빠

면허 수익이 약 90만불 정도에 이른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어업용 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용 면

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신규 차량등록수가 신생아 출생수의 2배만큼 많을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화석연료의

세유의 불법유통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1,000

퇴출 이전에 클린연료차량에 대한 인프라 구축, 보급 역량, 합리적인 가격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만불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식별제 의무혼합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착색제 정도로 면세유를 구분하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있는 실정이며, 그도 그럴 것이, 과세 석유제품(휘발유-빨간색, 경유-규정 없음)과 면세유(휘발유-보라색, 경유-청색)

이러한 실정으로 신임 대통령의 「2021 탈화석연료 프로젝트」는 멀게만 보이는데, 국민들은 의외로 낙관적이다. 이미

의 색 차이도 육안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간혹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2017년에는 300일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發電)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정유사나 자동차제조사가 없어 이

하여, 석유관리원이 최근 신규 식별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는 코스타리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해관계자의 반발 또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며, 코스타리카 정부의 투자가 기대되기도 한다.

현재 코스타리카 배출가스의 64%가 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하며, 이 중 2/3가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경보호와

코스타리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지막 숙제는, 도유 근절이다. 코스타리카는 동쪽 끝 모인(Moin)항의 수입 탱크터미

청정국가를 표방하는 코스타리카로서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류를 고려했을 때, 화석연료 제로 정책이

널에서부터 국토를 횡단하는 총 길이 533km에 달하는 송유관을 가지고 있으며, 중미 유일의 송유관로이자 코스타리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카 내 석유제품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송유관을 통해 보통/고급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유를 수송하고 있

코스타리카의 탈화석연료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이며, 해외 각국의 클린연료 관련 선진기술의 장이 될 것

다. 등유는 산업용 원료로 라 가리타 저유소(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의 서쪽 지역)에서만 유통되며, 대부분은 석유제품

으로 예측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주개발은행으로부터 350만 불의 금융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100

송유 시 경계유로 사용된다. 송유관로의 구조상 지상구간이 있고 송유관 관리 프로그램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도유가 상

대를 향후 5개월에 걸쳐 보급하게 됐다. 해당 계약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 등 여러 자동차회사들이 응

습적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송유관으로부터 뻬낸 등유를 주유소에서 가짜경유의 원료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까

찰하였으나, 최종 현대자동차가 낙찰 받게 된 것이다. 이미 선진기술의 경쟁이 시작 된 것이며, 중미 주변국가 또는 여타

지 했다. 송유관을 관할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국영정유사 RECOPE는 관리프로그램 고도화, 식별제 도입 등 다방면으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 근절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TRA 기술학교에 대한송유관공사가 참여하였고, 향후 관리원과의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두 기업의 협력사업을 전망하고 있다.

세 가지 숙제 석유·에너지 분야의 도전
최근 이러한 변화와 함께 코스타리카 석유·에너지 분야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6년부터 관리원이 추진하고 있

4개국의 약속

는 KOICA 글로벌연수에 참여하면서 자국의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관리원은 2010년 페루 에너지광물관리청(Osinergmin)과의 기술교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 콜롬비아 광물에

왔다. 현재 코스타리카 석유 유통시장의 도전과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너지부(MINMINAS), 2017년 코스타리카 공공서비스규제국(ARESEP), 그리고 2018년 코스타리카 국영정유사(RECOPE)

첫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다. 2017년 8월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기존 Euro I에서 Euro IV로

까지 중남미 국가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석유품질관리제도 개선에 다소 성과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른 석유제품 황분기준도 1,000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되었다. 2018년부터는 Euro IV 배출기준

내고 있다. 일환으로, 2019년 한-코스타리카-페루-콜롬비아, 4개국 공동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자간의 지

을 만족하는 차량만 수입 허가하도록 규제하였다. 문제는 황분규제 강화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의 고장 발생이

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과 실효성 있는 기술교류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남미 석유분야 네트워크가 국내 민

증가한 것이다. 원인은 황분함량 저감에 따른 윤활성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윤활성에 대한 품질기준이 미비했던 것이

간분야의 현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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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석유분야 토양오염
검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글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센터 정강효 과장

1m 이상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배관
1m 이상

1m 이상

2. 유
 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 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석유계총
탄화수소(TPH)

-저
 장시설 부위에서 채취하는 2개 지점은 저장시설 아랫면의 끝단에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
항목

리의 1.5배 깊이까지로 하며, 배관부위에서 채취하는 1개 지점은 저

고 있다. 본 코너에서는 자주 접하지만 생소한 석유분야의 전문용
4. 그 밖의 시설

어와 단위를 쉽게 소개하여 향후 정보 및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조사지점

검사항목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
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
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
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인트로
우리는 일상에서 석유, 가스 등 각종 에너지 정보와 통계를 접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조사지점 위치도 예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하매설저장시설
조사지점

조사지점

서 수평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이격거리, A)에서부터 이격거

장시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배관에서 수평방향으로 1 m 이상 떨
어진 지점(이격거리, A)에서부터 이격거리의 1.5배 깊이까지로 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료채취 위치는 어떻게

[지하매설저장시설의 토양시료채취지점 깊이 예시]

되나요?
지표면

지상저장시설, 지하매설 저장시설 및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하매설
저장시설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위치 선정

토양오염물질과 검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TPH,

■ 지상저장시설에서의 시료채취 위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검사한다.

 양오염물질(유류 등)의 누출이 인지되거나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3
-토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의 유류물질과 카드뮴, 구리,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의 중금속 물질 및 비소,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
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
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의 기타물질로 총 21종을 토양오염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
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
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에서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토양오
염도 검사 등을 통해 주변의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이 확인되
었을 시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종류

대상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
1. 석유류의 제조 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
및 저장시설
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
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
2. 유
 독물의 제조 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
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
및 저장시설
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
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주유소 등),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시료채취 구간 (AX1.5)

지하매설
저장시설

배관
이격거리
(A)

시료채취 구간 (AX1.5)

개 지점 선정

통해 신속하게 오염을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지표면
이격거리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
 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저
 장시설의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
격거리의 1.5 배 깊이까지 채취
 유조(tank dike) 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방유조 끝
-방
단 기준으로 채취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지역 중,
당해시설이 아닌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개 지점 선정

[지상저장시설의 토양시료채취지점 깊이 예시]
방유조내에서
시료채취시
방유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주변지역

-부
 지내의 시료채취지점 중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하고,
방유조 외부에서
시료채취시

그 깊이는 표토에서 해당 깊이까지로 함. 단, 판매시설 등의 경우, 부
지의 경계선에서 부지내 시료채취지점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
취 위치 선정

방유조가 설치된 경우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및 오염토양의
■ 지하매설저장시설에서의 시료채취 위치

정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장시설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배관부위와 저장
-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라 오염토양의 1차적인 정화책임은

시설 부위에서 누출 개연성이 높은 곳을 각각 1~2개 지점씩 3개 지

실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출, 투기, 방치한자에게 있으며, 토양오염

점 선정

발생 당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한 운영자,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양수자 및 인수자도 오염 원인자로 간주할 수 있다.

송유관시설 및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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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만족도 조사

6. 석유 불법유통은 차량 고장뿐 아니라 대기 환경오염을

7, 석유관리원이 국민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서비스가

유발하고, 세금 탈루 등 불법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주관식)

손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은 독자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고 더 나아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독자분들의 의견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
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엽서를 통한 설문 답변 또는 이메일(News@kpetro.
or.kr)로 오는 1월 10일(목)까지 보내주세요(1월 10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이메일로 응모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
다’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주시지 않을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중파 홍보
② 블로그 등 SNS 온라인 홍보
③ 버스 외벽·옥외광고판 등 매체 광고
④ 거리 홍보 캠페인

Section 1

Section 2

한국석유관리원 인지도

K-Petro Magazine 만족도

1. 한국석유관리원은 1983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석유시

3. 가짜석유는 차량 고장과 환경오염, 화재 폭발사고 유발

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 등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짜석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석유관리원

고 계십니까.

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이 있다.

④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1. 매거진 만족도는?

5. 매거진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보통

② 디자인

④ 분량 및 판형

⑤ 기타

③ 발행주기

③ 잘 몰랐다.
2. 매거진을 접한 경위

6. 매거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주관식)

4. 주유시 양을 속여 지불한 금액보다 적게 주유하는 정
량미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소 정량 주유에

① 회사 등 직장

② 지인 소개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우연히

⑤ 기타

대체연료 개발 및 상용화 등 종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

①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다.

3. 매거진에서 만족한 부분은?(복수 응답 가능)

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석유관리원 업무에 대해 말씀해

② 관심은 있지만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

주십시오. 해당 항목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③ 관심 없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석유대체연료·LPG의 품질 및

① 구성 및 콘텐츠

③ 인터넷

유통관리, 표준화, 교육 등을 통한 석유시장 관리와 석유

① 가짜석유 적발 등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시험분석

⑤ 해외 주요과제 기술교류 및 개발도상국 대상 석유품질
관리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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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

④ 기타

⑤ 만족한 부분 없음

③ 분량 및 판형

5.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다양
한 캠페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

4. 매거진에서 만족한 콘텐츠는?(복수 응답 가능)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
④ 정량 미달 판매,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 유통관리

① 구성 및 콘텐츠

① TV

② 라디오

③ 신문(온·오프라인)

④ 소셜네트워크(SNS)

⑤ 거리홍보

⑥ 기타

① 전문가 기고

② 에너지 관련 내용

③ 여행 및 문화

④ 체험

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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