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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K-Petro Magazine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산업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손주석입니다.

별제 도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등 12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LPG 정량검사 제도

고 방안’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관리원은 지난해까지 19개 과제 중 신규 법정식
도입 등 남은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권익과 안전을 위해 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무거
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저물고, 희망찬 기해년(己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강화한 석유기술연구소의 연구 및 시험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

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황금돼

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경유의 품질 개선 연구를 비롯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재활

지 해를 맞아 우리 애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

용환경성평가 업무 등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희 관리원도 주어진 사명을 충
실하게 해 나감으로써 황금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또한 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공적 역할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강화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유 품질검사 기반 마련, 바이오항공유 보급에 따른 항공기 성능과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지난해 저는 6월 5일 취임 이후, 관리원의 성장을 위한 기

인증체계 구축, 수소분야 진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익숙했던 잘못된 관
행과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기본과 원칙 정립에 힘썼습니

내부적으로는 현장 검사업무의 모바일 환경 구축과 시험실의 실시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수급정보 분석 전

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을 디딤돌 삼아 더 큰 조직

문가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역량을 강

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국민으로부터

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임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민들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감성경영, 윤리경영,

더 따뜻한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인권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가족친화문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석유사업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석유업계와의 상생과제 발굴, 품질관
저는 항상 임직원들에게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리 인식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 활성화를 비롯하여 품질점검 서비스 대상 확대, 소비자참여 검사제 도

업무 추진의 가장 기본은 옳음과 바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올해 사자성어를

입 등 국민 참여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

‘의이위질(義以爲質)’로 정했습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으로 일을 행함에 있어 의로움을 바탕과 근본으로

이겠습니다.

삼으라는 뜻입니다.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원칙과 내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있

관리원을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어야 저희 관리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 더 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관리원 임직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석유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그늘진 곳에
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관리원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 충실하되 미래를 유연하고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잘 해날 수 있을 직원

감사합니다.

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진취적 사고와 역동적인 행동으로 그 능력
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저희 관리원은 올 한해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변화의 속도에 호흡을 맞춰 공공성과 국민편의 향상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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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관계 속 공진화 법칙

공진화의 길, 상생과 청렴에 답 있다!
얼마 전 사업 부진으로 애플사 주가가 10% 가량 폭락했다.
이때 사람들은 삼성 주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왜일까. 애플사의 매출 부진은
곧 경쟁 기업인 삼성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삼성의 주가는 애플사의 소식 직후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삼성과 애플사가 공진화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잘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저자 신형덕 교수

10

세상을 이끄는 공생과 공진화

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재의 나비와 꽃의 종이 선택

본래 ‘진화’라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공진

됐다. 사실 이 관계는 공진화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제

화’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배경에는 경영 현상

시한 것으로 알려진 엔리히와 레이븐의 1964년의 논문

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있다. 공진화는 흔히 공생 관

「Butterflies and plants: A study in coevolution」에서

계와 혼동되기 쉽다. 공생의 대표적인 예로 악어와 악어

예로 든 관계다.

새가 있다. 악어새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이

그러나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공생과 공진화를 생각해

빨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다. 반면 악어는 악

보면 이 관계가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력, 상생과

어새가 제공하는 청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의미일까 하는 의문에 빠진다. 악어는 악어새를

동안 악어새는 다른 위협적인 포식자로부터 암묵적으로

존중하거나 또는 악어새를 돕는 것이 윤리적이기 때문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공생은 특정 시점에서 서로 생존

에 자신의 입 속에 들어온 악어새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과 편의를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아니다. 나비는 특정 식물을 존중하거나 그를 특별히 사

그런데 공진화는 이러한 공생 관계와 조금 다르다. 두 개

랑하기 때문에 특정 식물을 선택해서 꽃가루를 옮겨주

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를 할 때 상대방의 성장을

지 않는다. 악어나 나비는 다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때에 따라 어떤 공생 관계는

을 도모했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진화와 공생 관계

공진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생존과

가 형성된 것이었다.

성장을 돕다 보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공생 관계가 형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 관계를 우리가 사는 사회

성되기도 한다.

에 직접적으로 대입해도 되는 것일까? 단지 사회의 각 경

예를 들어 나비와 식물은 공생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들

제 주체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상호

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진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주체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나

의 길을 걸어왔다. 특정 식물의 꽃가루를 전파하는 데

특정 산업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자연스

있어 진화 과정에 의해 나비가 선택되고, 또한 특정 종

럽게 공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혹시 공진화에도

류의 나비의 생육에 유리한 식물이 진화 과정에 의해 선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면 자연계의 공진화와 인간 사회의

택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공

공진화가 구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공생과 공진화를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력, 상생과 동일한 의미일까 하는 의문에 빠진다.
악어나 나비는 다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했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진화와 공생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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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화의 세 가지 형태

폐화되어 초식동물도 생존할 수 없다. 즉 착취적 공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사가 당장 큰 어려움에 처해서 삼성이 생

지난 2007년에 KISDI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

의 개념에서는 단기적인 최적 상태와 장기적인 최적 상

마지막 형태의 공진화는 협력적 공진화이다. 두 개체가

산하는 아이폰 부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삼성의 매출액

면 공진화에는 세 가지 형태, 즉 착취적 공진화, 경쟁적

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의 경제 생태계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에도 당장 타격이 될 것이다. 악어새가 사라지면 악어들

공진화, 그리고 협력적 공진화가 존재한다.

도 어느 기업이 관계사들의 이익을 모두 흡수해서 관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예로 든 악어와 악어새, 식물과

이 불편을 겪을 것이고, 나비가 사라진다면 꽃은 열매를

먼저 착취적 공진화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있어서 포

사들이 모두 도산하게 된다면 그 기업도 생존할 수 없

나비, 그리고 삼성과 애플사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특

맺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공생관계

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진화를 꼽을 수

게 된다.

히 기업 간의 공진화는 기업 생태계 또는 플랫폼을 매개

의 파괴로 인한 결과다. 즉 협력적 공진화가 착취적 공진

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애플사의 매

화 또는 경쟁적 공진화와 다른 점은 협력적 공진화는 공

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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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식동물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육식동물은 도

경쟁적 공진화와 협력적 공진화

출 부진이 삼성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애플사

생 관계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되고 만다. 반대로 다른 초식동물보다 빠르게 달리지

두 번째 형태의 공진화는 경쟁적 공진화다. 여기에서 대

에 공급되는 부품들을 삼성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아

그런데 세 가지 형태의 공진화를 모두 살펴보았음에도

못하는 초식동물도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이 되는 두 개체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아니지

이폰이라는 제품에 대해 애플사의 생태계 안에 삼성이

불구하고 애당초 공진화의 형태를 살펴보려 했던 계기

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각각

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사와 삼성은 상호 협력적으로

가 됐던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자연계의 공진화와 인

선택되어 진화하는 것이다.

어 염증을 잡기 위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면 병균은

공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간 사회의 공진화 사이의 차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그런데 착취적 공진화는 사실 포식자 또는 피식자의 입

그 항생제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협력적 공진화 상황에서는 앞의 착취적 공진화나

있는 것이다.

장에서 단기적으로 공진화가 최상의 방안은 아니다. 예

사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생태계에서는 흔히

경쟁적 공진화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협력적 공진화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 사회의

를 들어 육식동물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달리도록 진화

볼 수 있다. 더 많은 매출을 이루기 위해 복수의 경쟁 기

단기적 최적 상태와 장기적 최적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

덕목으로 꼽히는 상생, 윤리, 존중 등의 윤리적 가치는

할 필요 없이 당장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초식동물을

업들은 갖가지 전략을 수행하면서 공진화하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착취적 또는 경쟁적 공진화의 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이 애플사와 맺는 협력적 공진화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나을 것이고, 피식

물론 경쟁적 공진화의 상황에서도 단기적 최적 상태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가 상대 개체를 압도하는 것이 더

는 삼성이 애플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의 입장에서도 더 진화할 필요 없이 손쉽게 포식자들

장기적 최적 상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은 경우가 많다. 협력보다는 제압이 더 큰 단기적 이

삼성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

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

예를 들어 기업 생태계에서 한 기업이 독점 상태가 되면

득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협력적 공진화 상황

연스럽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의 공진화도 결국 생존

적으로 볼 때 초식동물이 멸종돼 버린다면 육식동물도

단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독점 기업에 대한

에서는 다르다. 상대 개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단기적으

을 위한 본능의 결과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론

생존할 수 없고,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면 초원이 황

사회적 우려와 제재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마이너스

로도 내게 손실이 이득보다 크다.

지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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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식 깊은 부분은 상생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기업이나 사람과 같이 성장해야만 그 성장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 생태계와 기업 생태계

공진화가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의

2011년에 포터와 크레이머가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발

공진화는 개별 개체의 생존을 위한 본능에 의해 진행

표한 논문은 지금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논문의

되는 반면, 기업생태계에서의 공진화는 개별 기업의 생

제목은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었는

존을 위한 본능과 더불어 특별한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데, 기업이 자사의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면 대중의 외

것이다. 여기에서의 특별한 의도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

면을 받게 돼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하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가진 기업생태계를 지속시킨다

되므로 일반 사회와 더불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는 의도를 의미한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각 기업이 본능에 따라 자사의 이익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방적인

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거나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뇌물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와 사업 관계를 맺는다면 그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 모델을 찾아서

러한 협력적 공진화는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적 해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기

포터와 크레이머는 2011년 논문에서 공진화라는 단어

업들에게 없다면 결국 기업의 활동에는 정부 및 일반

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상당 부분 공진화, 특히

대중의 감시와 규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협력적 공진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 먼저 공유가치창출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자발적이고 의도적

은 단기적 이익 공유보다는 장기적인 공동 성장의 개념

으로 협력적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그러나 우리의 의식 깊은 부분은 상생의 정신을 기억하

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사회의 문화적 특성, 가치 체계,

을 담고 있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적인 공진화에 있어서 중

고 있다. 다른 기업이나 사람과 같이 성장해야만 그 성

청렴도 등 비금전적인 많은 요인이 신뢰의 불확실성의

즉 공생보다는 공진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 점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기업의 윤리적 감수성,

장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윤리의식, 성

두 번째로 공유가치창출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

즉 상생 의식과 청렴 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

실성, 그리고 청렴한 자세는 공진화를 원활하게 하는

문인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생태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

기는 것 보다는 그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성공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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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사실 포터는 전략경영의 구루로서 경쟁 기

주목해야 할 상생과 청렴의 가치

서 포식자에게 쫓기고 경쟁자에게 시달리면서 잊고 있었

사실상 사회의 발전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조직생

업을 제압하는 다양한 전략을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시골에서는 ‘까치밥’이 무엇인지 안다. 감을 키우는 집에

던 것이다.

태학이나 사회진화론에서는 자연계의 진화논리를 사람

제시해왔다.

서 일부러 몇 개의 감을 나무에 남겨 놓으면 겨울에 까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가진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선의

들의 사회에 차용한다.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

물론 공유가치창출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 기업을 제

치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이다. 밀레의 이삭줍기에 등장하

가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거래에 대

문에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진화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쟁 기업들을

는 농민들은 땅 주인이 극빈층을 위해 일부러 남긴 밀

한 공정성과 신의성실, 그리고 청렴한 자세를 들 수 있

는 것이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삭을 줍고 있다.

을 것이다. 기업 간 공진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비윤리

이 논리대로라면 경제적 공진화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

즉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보다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측은과 배려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 같다. 기업이 기업

거래비용이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올리버 윌리암슨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

서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생태계 내에서 다른 개체와 더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만

은 신뢰(trust)조차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적 체제와 생태계를 선택할 수 있다. 감시와 규제가 아

불어 생존하고 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이나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

즉 계산할 수 없는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닌 상생과 청렴이 중심이 되는 기업생태계에서 이루어지

이곳이 바로 자연계에서의 공진화와 기업생태계에서의

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종종 잊는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계산’에는 금전적 계산만이 포함되

는 공진화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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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리포트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다!
신재생 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재생에너지가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경제성은 미진하지만 친환경성으로 인해 석탄 발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약관화하다.
글 전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신성이엔지 전략기획팀 안희민 부장

2
1

수소에너지, 어디서 추출하느냐가 관건

소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회수해 산업용 가스로 이용하지만

최근 수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와 연료전지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고스란히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보급을 서두르며 부쩍 언론지상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수

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LNG 개질로 얻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

소’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수소는 우주

전지나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질량의 75%를 차지해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다. 산소와 결

따라서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적이 되려면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합하면 물이 되고 질소와 결합하면 암모니아가 된다.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소는 가연성이 크다. 공기나 염소 기체와 섞여 있으면 전기

아직 연구소 수준의 결과이지만 옥수수 입줄기에서 수소를 개

스파크로 인한 열 또는 빛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 특별한 자

발하는 기술이 주목받기도 했다. 미국이나 브라질, 러시아과 같

극이 없어도 온도가 500℃ 이상 올라가면 폭발한다. 수소를

이 대규모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에 적합하다.

한낮의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바닷물인 표층수와 깊은 아래 있는 심층수의 온도차를

얻는 방법은 수전해 방식, LNG 개질방식 등이 있다. 수전해

이 방법이 상용화되면 그간 버려지던 옥수수 잎줄기를 자원재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적도 부근 표층수와 수심 1,000m의 연 평균

방식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경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추출한 수소는 진정한 친환

온도차는 약 20℃다. 보통 온도차가 17℃가 되면 해수온도차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

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려졌다.

1. 지난

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
전 선포식 장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배면에 설치된 태양전지는 고효율
태양전지로 알려졌다(사진: 산업통
상자원부 제공).
2.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태양광의 친환경성은 무결점
자연환경에 적합하다(사진: 신성이
엔지 제공).

차이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다. 이 방법이 상용화된다면 디젤발전에 의존하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해수 온도차 발전의 연혁은 1881년 프랑스까지 거술러 올라간다. 당시 30㎾급 설비
가 만들어졌지만 비용이 값싼 석유시대가 도래하며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각광
받고 있다.
바닷물은 해수면으로부터 100m까지의 표층수, 100~200m 사이 바닷물은 중층수,
200m에서 4㎞ 사이를 심층수라고 부른다. 해수 온도차 발전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
도차를 이용한다.

표층수의 온도에서 기화하고 심층수에서 액체가 되는 냉매를 개발해 서로 순환시키는

LNG 개질은 LNG에 뜨거운 증기를 뿜어 수소를 분리해내는 방
법이다. LNG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값싼

바닷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해수 온도차 발전

구조로 행수온도차 발전이 진행된다. 기화하는 냉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

수소 추출방법이다. 대신 개질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

해수 온도차 발전은 바다 표면의 온도와 바다 깊은 물의 온도

산하고 기화한 냉매를 다시 심층수 영역으로 보내 액화시켜 재사용을 준비한다.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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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은 연료비가 들지 않고
온실가스와 고위험 방사성 폐기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청정에너지를
공짜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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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빛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대량
으로 화학원료 생산이 가능한 일체
형 자가구동 인공광합성 디바이스
시스템(사진: KIST 제공)

Ferric iron

3

태양광, 물-에너지-음식 넥서스와 만나다.

태양광의 친환경성은 물-에너지-푸드 넥서스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에너지의 제왕은 단연 태양광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태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는 물의 직접 이용

양광은 연료비가 들지 않고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위

정도(직접 물 이용 집약도)가 제로(0)이기 때문이다.

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수

학술지 ‘환경정책’에 2017년 발표된 논문 ‘에너지-물 상호의존

명도 30년 이상 장기간이며, 성능 보증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처

성: 의 에너지원별 물 이용집약도의 시사점’이라는 논문에 따르

음 성능의 70~80% 수준의 발전이 가능해 재사용이 가능하

면 원전과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대부분 해

다. 태양광은 ‘물(water)-에너지(energy)-음식(food) 넥서스

수로 조달하고 물 이용량 대비 산출액과 발전량이 크기 때문에

(Nexus)’ 관점에서도 유력한 에너지원이다.

신재생에 비해 물 이용 집약도가 낮지만 물 사용 절대량이 가

일렉트로퓨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렉트로퓨얼은 전기+연료를 의미하는 영문의 합성어

‘물-에너지-음식 넥서스’란 앞으로 인간의 정주조건을 고려할 때

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 일렉트로퓨얼은 당분이 아닌 전기를 먹이로 이용한다. 바이오에너지를 얻는 전통적

함께 고려해야할 것들을 말한다. 과거엔 따로 고민해왔던 문제이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국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 방법은 당분에 있는 탄소와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일렉트로퓨얼은 미생물 먹

지만 서로 불가분 관계라는 점이 밝혀진 직후 함께 고려되게 됐다.

재생에너지의 물 사용 절대량이 원전, 화전과 비교할 수 없을

이로 전기를 준다. 이 방법은 태양광이 없어도 바이오에너지를 얻을수 있고 바이오매스

물은 미래에 에너지와 음식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을 정하는 결

정도로 낮다는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가 없어도 미생물만으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물과 에너지, 음식을 따로 떼놓고 생각

인류는 원전과 화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택함으로써 남는 물을

전기를 먹은 미생 물은 수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소는 모아뒀다가 연료전지의 연료

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 즉 워터-에너지-푸드

식수나 농경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등으로 사용한다. 일종의 Power 2 Grid(P2G)로 볼 수 있다.

넥서스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적인 종류인 태양광이 친수(親水) 에너지임을 말해 주고 있다.

온도차 발전이 상용화되면 바닷가는 청정에너지로 또 한번 풍부하게 된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지 않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드펠릿이나 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방법
을 생각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만 우드펠릿이나 목재일 뿐 소각열을 이용해 보


2. 해수온도차발전의
모식도(사진: 해수
플랜트연구센터 제공)

일러에서 증기를 만들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은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같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지 않는 바이오에너지가 있다면 이또한 친환경 에너지의 반
열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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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렉트로퓨얼의
원리. 일렉트로퓨얼
은 미생물에 전기를 먹이로 주면 수소
를 생산한다(사진: G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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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연 4자매 이야기

공동체 발전을 이끄는 ‘나눔의 가치’

나눔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향기롭게 만들며
‘나의 생활’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모두의 공존’을 향해 뻗어나가는 눈부신 삶의 비전이 된다.

공동체의 발전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작은 발전이라면 모를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발전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인지,
나눔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나눔의 가치에 대해 작가적 관점에서 짚어봤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제대로 살 수 없지만,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삶’ 또한 쉽지만은 않다. 나의 소망과 타인의 소망은 부딪히게 마련인데, 이럴 때 나만의

글 문화평론가 정여울 작가

이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힘겹지만 더 오래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당장의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공동체
의 이익이 사라지면 개인의 행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의 가치가 공동체의 가치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는 문학작품 중 하나가 바로 루이저 메이 올코트의 <작은 아
씨들>이다. <작은 아씨들>의 첫 장면은 가난한 집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저마다 슬프게
푸념하는 네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네 자매를 돌보는 이 집에서 첫째딸 메기는
항상 책임감 강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조는 천방지축에 말괄
량이지만 뛰어난 글쓰기 재능과 밝은 성격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베스는 아무런 욕심이 없고 오직 가족
들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천사 같은 소녀다. 에이미는 코를 높
이기 위해 빨래집게로 코를 집어놓을 정도로 미모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비상하는 엄청난 야망을 숨기지 않는 재능 넘치는 소녀이기도 하다. 이 네 자매가
역경을 헤쳐 나가는 힘은 언제나 ‘나눔’과 ‘양보’, 나아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
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온다.
처음에 네 자매는 가난한 집안형편을 탓하며 우울한 감정을 토로한다. 낡은 드레스도
아쉽고, 산타의 선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프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도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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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그들의 행복한 ‘나눔의 공동체’는 이웃의 외로운 소년 로리에

외로운 소년 로리에게는

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로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
다줄 수 있는 부자 할아버지와 살고 있지만 항상 외로움을 느

가장 나누고 싶은 절실한 따스함이었던 것이다

끼는 소년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따뜻한 집안의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 없는 로리는 항상 떠들썩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네
자매의 집을 언뜻언뜻 엿보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
그들이 커튼을 열어둘 때 보이는 집안풍경은 가난하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
이 넘치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조가 항상 남자 역할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네 자매의 연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가난한 건 너무 지긋지긋해.” “흥, 다른

극,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감싸주는 조와 에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소녀들은 예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나처럼 가난한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착하고 순한 미소로 늘 그들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베스, 그리고 자신도 십대소녀이면서

니 불공평해.” 하지만 베스는 밝게 웃음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가족을 돕기 위해 온갖 일을 다 도맡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자매들이 있잖아.” 네 자매는 자신들을 위한 크

아 하는 메기. 그들을 바라보면서

리스마스 선물은 사지 않고 모두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기

로리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로 결심했는데,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온다.

적 없는 짙은 가족애와 진심 어린 사랑

네 자매가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배를 곯고 있는 이

을 느낀다. 조는 로리가 자신들을 그렇게

웃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아침식사를 그들에게 주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다. 딸들은 자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신들도 배가 고프면서, 그보다 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나눠주고,

렇게 말한다.

아픈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며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커튼을 항상 열어둘게. 몰래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엿보려 하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놀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몸을 움직이는 것. 바로 그

와”라고. 네 자매의 행복한 ‘나눔’은 그

나눔과 실천을 통해 네 자매는 진정으로 성장해간다.

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사소한 일상, 그들이 매일 짓는

그들은 돈이 많으면서도 항상 싸우는 다른집 아이들보다 우리 네 자매가 훨씬 행복하

미소 자체가 이웃집의 외로운 소년에게는 커

다는 것을 깨닫는다. “난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 비록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끼

다란 선물이었던 것이다. 나눌 수 있는 대상

리 재미있게 놀잖아. 조의 말을 빌리자면 우린 죽여주게 즐거운 네 자매야.”

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외로운

첫째딸 메기와 둘째딸 조는 어린 나이에 남의 집 가정교사 생활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

소년 로리에게는 가장 나누고 싶은 절실한 따스

고 있지만, 그래도 주눅 들거나 힘들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네 자매가 함께 모여

함이었던 것이다.

‘연극’을 할 때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가 벌어진 듯 행복하고 시끌벅적한 조

나눔은 이렇듯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향기

마치네 집안. 그들은 가난하고 아픈 이웃을 도우며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롭게 만들며, ‘나의 생활’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모두의

사실, ‘우리가 함께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인간으

공존’을 향해 뻗어나가는 눈부신 삶의 비전이다.

로 변모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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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사회가치팀

달려라, 사회가치팀!

국정 과제 및 CEO 경영 방침을 전파하는 ‘사회가치팀’
“1월 1일부터 ‘사회가치팀’이라는 한배를 탔습니다!”
‘사회가치팀’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운명체가 된 6명. 2019년 새
로운 과업을 부여받아 신생부서의 구성원이 된 이들의 얼굴엔
기대와 포부가 가득했다.

두근두근. 신설된 지 한 달여 남짓한 사회가치팀 팀원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한마디로 저희 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

한국석유관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를 만들고 전파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가치팀은

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이라고 할까요? 정부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색의 꿈을 꾸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 이들과 마주했다.

의 국정 과제나 CEO의 경영 방침을 사내에 전파하고, 주어진
정책에 따라 전사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글 정임경

사진 김희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개선하고 혁
신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사회가치팀의 오후록 팀장은 팀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현
재 국정 과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
기 위해 뭉친 것이라며 사회가치팀이 신설된 까닭을 이야기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
다보니 사회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가치팀은 왜 생겼는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란
인권보호, 안전,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경제·환경·문
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란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제시
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기조를 설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

사내 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인권을 돌보는 일은 한국석유관리

로 거듭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에도 사회가치

원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일이라고. 김동민 차장이 이를 두

팀이 생긴 것이구요.”

고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 또한 이러한 까

그렇다면 사회가치팀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닭이며, 올해 이들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의문이 들기도 전에 박경수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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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는 범위가 참 넓습니다. 사회공헌활동부터 공유가치

탄탄한 실력, 인성, 젊음까지 갖춘 플레이어들

창출분야까지, 우선적으로는 관리원이 나아가야할 사회적 가치

‘한국석유관리원의 어벤져스팀’, ‘일도 잘하지만, 사람 됨됨이

실현방향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석유에너지, 사람

까지 좋은 팀’. 주변에서 사회가치팀을 평가할 때 하는 이야기

과 사회를 위한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체계

들이다. 탄탄한 실력, 반듯한 인성은 물론 젊음까지 갖췄다.

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오후록 팀장과 비슷한 나이의 김동민 차장, 박경수 차장의

특히 올해 저희가 집중할 분야는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사내 벤

OB팀과 정가혜 대리, 황수민 대리, 김민아 사원의 YB팀이 어

처 제도와 인권경영이 있겠네요. 사내 벤처 제도 같은 경우, 석

우러져 내는 에너지는 역동적이다. 업무적으로 소통할 때에는

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환경 분야처럼 관리원과 연계한 벤처

더 그러하다고.

업체와 손잡고 과제 발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팀장님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를 조성해주시니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팀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직원 채용

들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세요.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니

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은 물론 차별없는 채용이 이

어떤 일에 대한 방향을 정할 때도 늘 능동적이세요.”

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구요.”

황수민 대리의 이야기에 김민아 사원이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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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두고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리
고 어떤 일에도 능동적으로 나서며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다!

팀원들이 생각하는 ‘사회가치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톡톡히 해내는 정가혜 대리는 사내 동기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또한 주변 사람을 두루두루 잘 챙기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그루트 다.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길잡이 다.

어난 황수민 대리와 인턴 시절부터 늘 한결같은 열정, 욕심으로
일하는 김민아 사원까지. 특히 황수민 대리는 김민아 사원을 두
고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후배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
는 좋은 후배’고 했다. 이유인즉,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훌륭하
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탁월한 능력, 재능, 욕심을 갖
“일하는 데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팀장님께 의견을 묻

춘 이들이 바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어벤져스팀이자 멀티플레이

기 위해 가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고. 그녀의 한 마디는 사

어들인 것이다.

회가치팀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이처럼 팀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일은

‘경영평가 A등급’ 달성을 향해 달릴 것

힘들어도 함께 하는 사람과는 힘들면 안 된다’며 ‘관계’를 중시

사회가치팀으로서 새롭게 시작한 이들의 목표가 궁금해졌다.

하는 오후록 팀장과 팀원들의 하나 된 마인드에 비롯됐다. 그래

오후록 팀장의 대답은 간결했다.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서 이들은 서로 배려하는데 익숙하다. 이들은 ‘함께 일하는 사

“한국석유관리원의 심장과 머리의 역할을 하는 저희 팀이 나아

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떤 힘든

갈 방향을 잘 제시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경영평가 A등급을 달

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선

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하

수가 선수를 알아보듯 사회가치팀 6명은 서로가 든든한 동지가

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될 것을 직감한다.

오후록 팀장의 다짐에는 힘이 넘쳤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나아가

배려의 리더십을 갖춘 오후록 팀장을 비롯해 어떤 어려운 일을

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넘어야 할 장애물도 겪어야 할 일도

맡아도 도서관에 앉아 3박 4일 공부하고 연구해 최선의 결과를

많겠지만,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팀원들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떤 공부도 마다하지

함께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표정이다. 이제 시작이라며 서로

않는 김동민 차장, 날카로운 통찰력과 논리력을 지니고 남다른

를 응원하는 사회가치팀의 희망한 2019년을 응원해 본다.

업무 근육을 자랑하는 박경수 과장, 김동민 차장은 박경수 차

‘달려라, 사회가치팀!’

♡ 오후록 팀장

♡ 김동민 차장

비전과 미션 달성의 길로 안내해야 하니까! 한국석유관리
원이 길을 헤매지 않고, 효율적인 경로로 나아갈 수 있도
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니까!
사회가치팀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팀원 모두가 어우러져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헤쳐나가니까!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기관 경영평
가를 담당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매사 한 번 더 생각해 좋
은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전(Dictionary) 이다.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련(실현) 이다.

♡ 박경수 과장

♡ 황수민 대리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생각을
찾아주고,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니까!
대내적으로는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국석유관리
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 기조,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슈가 대두되어 힘드니까.
기본에 충실하되 진취적 사고와 역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경영평가, 사내 벤처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인간극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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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감초 다.

♡ 정가혜 대리

♡ 김민아 사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의 ‘시련’이 곧 ‘실현’이었음을 몸소 보여주는 팀이
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의 간디가 돼 평화로운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쓴 약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감초처럼 어려울 수 있
는 사회적 가치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항상 경청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제가 맡은 혁신, 인권 경
영, 경영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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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가짜석유’의 제조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라!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을 찾아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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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tro인들의 아주 특별한 열정을 필두로,
서로를 아끼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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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들어가 보자.

1리터의 가치
“ 품질인증의 효과, 직원 행복과 고객감동으로

나눔과 선행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K-Petro인들이 완성한 스페셜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오일천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37

K-Petro CSI
가짜석유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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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한국석유관리원, 인권경영 체계 본격화 추진  

40

K-Petro 뉴스룸
한국석유관리원,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짚다

ENRICH
아름다운 이야기

가슴으로 전하는 석유 한 방울의 기적

오랜 시간 나눔의 마음을 차곡차곡 꾸준히 쌓으며 그 규모를 확장해 온 오일천사 봉사단, 그들
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수한 결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오일천사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약속하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역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첫 발판으로 ‘1사 2자매결연’을
추진했다. 본사와 연구소, 각 지역본부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공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
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본사와 연구소, 각 지역본부를 포함한 총 12개 사업장
에서 총 3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및 유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세부적으로는, 본사가 2018년 2건의 자매결연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사업장 중에 가장 많은

글 홍성민

총 6개 기관과 결연을 유지 및 체결했고, 강원본부와 영남본부가 2018년에 각각 1건과 2건의
결연을 체결하면서 각각 4개 기관과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기업이나 기관이 소비자나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더 큰 나눔으로 되돌려주는 것, 바로 사회공헌활동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또한 연구소, 수도권남부·북부본부, 충북본부, 대구경북본부, 호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에

또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서 각각 2개씩의 기관과 결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남본부가 2018년 1건의 결연을 추

겨울이 또 유별나게 추웠던 2018년, 지난 1년 간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아름다운

가해 총합 31개 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소중한 나눔의 인연을 맺게 됐다.

사회공헌활동들을 되짚어봤다.

 대전충남본부(벼 세우기)

 강원본부(사랑의 도시락 배달)

 수도권남부본부(사랑담은 행복상자 전달)

 대구경북본부

(복지관 벽화그리기)

 석유기술연구소(저소득 장애가정 물품 지원)

아름다운 이름, 오일천사 봉사단

사랑을 담아 전하는 1리터의 석유

‘오일천사(Oil 1004)’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한국석유관리원 사회공

건강한 석유에너지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인 만큼 수많은 물품 기증 중에서

헌 브랜드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당시 오일천사라는 브랜드명은 한국

도 연료유, 즉 휘발유와 경유 기증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만 성남시 사회복지

석유관리원의 비전과 미션을 내포함과 동시에 나눔 실천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호평

협의회, 구미시 사회복지기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 복지재단, 광주시 장애인종합복

을 받아 선정됐다.

지관, 제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 송죽원 등 27개 시설에 차량용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오일천사 봉사단은 그동안 본사와 연구소, 각 본부별로 각자 추진해왔던 봉사활동을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를 기증했다.

일원화했다. 경영이사가 단장을 맡고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본

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등에 차량용 휘발유를 기증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이

사와 각 지역본부 단위로 오일천사 봉사단을 꾸렸다. 봉사활동은 본사와 지역본부가 동시에 진

끌어 갈 학생들이 비용 걱정 없이 실습용 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하기도, 혹은 각 본부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면서 봉사단 활동의

‘농촌사랑’의 일환으로 1사 1촌 협약을 맺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과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실효성과 경쟁력을 키워왔다. 특히 오일천사 봉사단을 주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이웃

는 휘발유 기증과 일손 돕기 활동을 함께 실시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손발이 돼주

사랑’, ‘농촌사랑’, ‘환경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다.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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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기부, 어떤 이의 희망이 되다

나누기는 곱하기를 뒤집은 것과 같다. 마치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분자와 분모의 자리가 바뀜

남다른 재능을 가진 오일천사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

으로써 나누기 기호가 곱하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치기도 했다. 재능 기부는 주로 사업장마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됐는데, 국가

우리는 대개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하는 상황 앞에서 주저하곤 한다. 나누는 만큼 내 몫이 사라

유공자 및 소외계층 후원은 총 23회, 지역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능 기부 활동은 총 19

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 분수의 나눗셈과 곱셈의

회, 헌혈 32회, 자선활동 43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16회를 기록했다.

미학을 떠올려보자.

2월에는 설날을 기념해 영남본부에서 지역 유관기관 합동 설맞이 명절상 나눔 행사를 진행했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이 곱절로 늘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고,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도구와

을 위해 이웃사랑, 농촌사랑,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아름다운 오일천사들처

간식을 전달했다. 7~8월에는 대구경북본부, 수도권남부·북부본부, 충북본부 등에서 폭염에 대

럼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비할 수 있도록 후원금과 냉방용품을 기부했으며, 12월에는 호남본부, 제주본부 등에서 겨울
에 필요한 생필품을 후원하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석유관리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연료 품질점검 상설 서비스를 170회
이상 운영하고, 고령자, 지역 농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한
국석유관리원의 사업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이웃사랑과 농촌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영남본부(환경정화활동)

 수도권북부본부(헌혈)

 충북본부(천사모사랑방 지원)

 호남본부(김장나눔봉사)

 전북본부

(이웃삼촌 직장 체험)

작은 실천으로 큰마음을 나누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과 환경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지난 4월, 수도권북부본부, 강원본부, 연구소의 오일천사들은 식목일을 전후로 인근 산지와
과학단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고, 연구소에서는 충남 태안군 해수욕장 28개소를 대상으

사회공헌활동의 핵심 ‘1234운동’
한국석유관리원의 소외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과 재능기부 활성화에는 손주석 한

로 토양시료 분석 서비스를 실시했다. 더불어 지난 5월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는 한국해비타트

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중심에 있다. 손 이사장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와 함께 농촌지역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1234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농촌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나 태풍 피해가 예상

1234운동이란 1사 2결연(一社 二結緣)을 통해 본사와 연구소, 각 본부에서 사회복

되는 여름철, 추수의 계절인 가을철 등이 되면, 자매결연으로 인연을 맺은 각 지역에 파견되어

지시설 등 총31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 유지하는 것과 이웃, 농촌, 환경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

등 3곳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데이 운영을 통해 전 사업장에서 다각적으로 활동하

국석유관리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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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사랑 4분기(三사랑 四分期)의 핵심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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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1리터의 가치

행복을 심다

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고객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고객센터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이 친절을 기억하고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눈을 쉬게 해주려는 것인지 화

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의 행복이거든요.

분이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고, 소파에 앉아 안마를

직원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일을 해야 고객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안마기계, 혈압기와 안경세척기, 사람들

올 수 있어요. “왜 이거 안됐냐?” 혼내기만 하면 직원

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커피머신이 구

들 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불친

비돼 있었다.

절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직원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고객센터’라고 쓰인 문구를 ‘고객쉼터’라고 읽게 됐다.

고객님께 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센터를 처음으로 이용해본 나로서는 모든 것이

주유소를 경영하며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물었을 때,

생소했다. 이런 곳을 그동안 지나쳤던 아쉬움과 함께

마음속으로 ‘친절’을 생각했던 내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고객의 확실한 쉼을 제공하는 주유소 사람들이 궁금

낯설었다. 고객(顧客)의 ‘고(顧)’가 돌아보다라는 뜻을

해졌다. 때마침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의 이선수

가지고 있다는 게 새삼 크게 느껴졌다. 고객이 돌아보

대리, 최환준 직원이 고객센터에 찾아와 함께 사무실

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직원의 행복, 어찌 보면 당

로 들어갔다.

연한데 김영기 소장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점점 직원

반려묘 고양이(이름은 ‘고양순’이다)가 반겨주는 사무

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실 역시 화분이 많았다. 동식물의 조화랄까. 사람을

“품질인증의 효과,
직원 행복과 고객감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는 고양이와 크고 작은 화분들은 사

감동을 잇다

무실조차도 쉼터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파티션

여산주유소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소확행 하나, 대

너머, 웃고는 있지만 긴장된 표정의 김영기 소장과 직

형마트 상품권이다. 그냥 상품권으로 넘기면 큰 착각

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다. 김영기 소장이 보여준 카드 앞면에는 주유소 전
경이 있고, 왼쪽 하단에는 ‘함께 노력해온 여산주유

기승전 ‘직원’

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우선 고객이란 뜻이 한 번 뒤돌아보면 다시 오지 않

노력을 함께 해준 것과, 그 노력에 감사한다는 문구가

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번 떠나간 고객은 다시 오

가슴에 와닿았다.

여산(하)휴게소 내 주유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해졌다. 지난해 트렌드였던 소
확행, 가끔 주유소에서 과분하게 느껴지는 친절도 나에겐 소확행이었다.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여산(하)휴게소 안에 있는 주유소 직원들은 밖에 나와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글 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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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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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K-Petro CSI

가짜석유 꼼짝마!

- 3개월간 끈질긴 추적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조직 일망타진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흔한 속담이 떠오르

증 협약을 맺고 품질인증주유소가 됐다. 인증을 받

며, 글 한 문장에 직원의 수고가 보상받겠구나 싶었다.

기 전에는 고객들이 혹시라도 기름에 문제가 있는지

“솔직히 주유소는 3D업종이라서 손님들이 무시하는

에 대한 지적을 받을까 염려했지만, 인증을 받고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여기서 일하다보면 자긍

이후로는 한국석유관리원 번호를 알려준다. 품질인증

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에서

주유소에 대한 신뢰는 고객들에게 주유소에 대한 신

인정받으며 일하는 직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뢰로 이어져 홍보효과까지 더해준다고 하니, 직원들

서 전자상품권을 카드로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주고

은 자신 있게 품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고 고객들

있어요.” 직원들의 확실한 행복을 생각하는 김영기 소

은 믿을 수 있는 기름을 주유하니 좋은 일석이조 품

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질인증마크가 아닐 수 없다. 한 달에 두 번 품질 점검

인증마크는 안전마크!

한국석유관리원이 조립식 건물에서 가짜석유 원료를 제조하고, 경기·충청지역 일부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해오던 가짜석유 제
조·판매조직을 적발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끈질기게 추격해온 결실이었다.

2018년 6월 29일

2018년 7월 16일

비노출검사를 통해 A주유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가 확인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연관업소를 추려냈다.

A주유소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연관업소로 의심됐던
B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의
하역작업이 포착됐다.

을 받는 만큼, 주유소에 품질질인증마크 있다면 가짜

2018년 7월 17일

2018년 7월 18일

석유에 대한 걱정은 잊어도 좋다.

가짜석유 원료를 싣고 온
탱크로리가 A주유소에서 제품을
하역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잠복조에 포착됐다.

A주유소에서 포착된
탱크로리가 B주유소에서도
제품을 하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꾸 머릿속에서 속담이 떠
오르는 이곳, 직원이 행복한 여산주유소의 두 번째

웃음을 짓다

소확행은 안심마크이다. 종종 주유를 하며 정품·정량

이곳은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이미 오전인데도 휴게

을 보긴 했지만 그 중요성은 크게 알지 못했던 터라

소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찼다. 덕분에 주유소도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전과 후

차량이 줄을 서있다. 셀프인데도 직원들은 고객들이

2018년 7월 19일

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다. 마침 시료채취를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며 돕고 있었다.

위해 방문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선수 대리와 최환

직원들의 친절함을 칭찬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오

준 대리에게 품질인증의 중요성을 물었다.

거나 전화를 걸어 직원을 칭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

B주유소에서 출발한 탱크로리를
추격해 C주유소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세 번째 주유소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가짜기름을 쓰면 엔진이 망가져 엔진을 새 걸로 교체

다고 한다. 심지어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로 고객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뿐만 아

을 감동하게 하는 여산휴게소의 직원들. 취재 중에는

니라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출 수 있어 위험하죠.”

설마라는 생각도 했으나 주유를 하며 그들의 친절에

지난해 6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관리원 자체개발 차량

주유소에서도 그 탱크로리가 제품을 하역하는 모습이 잡혔다. 관리원은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정품·정량의 품질인증주

확신을 갖게 됐다.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인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던 중 충남 천안 소재 A주유

곧바로 추격조를 투입해 탱크로리를 쫓기 시작했고, C주유소에 진입하

유소 품질인증마크는 국민을 위한 안전마크와 같았다.

곳, 한국석유관리원이 인정한 정품·정량 품질인증주

소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한 검사원들은 바로

는 것을 확인했다. 연관업소로 의심했던 3개의 주유소의 그림이 다 그려

여산주유소는 2017년 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품질인

유소인 여산주유소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시험팀에 시험을 의뢰했고, 정밀시험을 통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혼

지는 순간이었다.

합된 가짜경유인 것이 확인됐다.

그림의 마무리는 제조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오랜 잠복과 추격을 거듭

본부는 즉각 본사 수급정보팀과 특수검사팀과 공조하여 수급거래보고 자

하던 중 8월 9일, A주유소에서 승용차를 갈아타고 이동하는 탱크로리 운

료 등 내부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가짜경유가 발견됐

전자를 추격한 끝에 조립식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 어느

다고 해서 바로 해당 주유소를 단속해버리면 꼬리만 잡게 되는 것이기 때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첨단장비를 동원해 해당 공장을 지속

★ 시조시인과 만남의 쉼터

문에 제조자인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장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휴게소 오른편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팔각
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
생의 약력과 작품세계가 소개돼 있다. 숨을 고르고
시조를 읽는다면 휴게소는 어느새 힐링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여행의 쉼표를 느껴보시라~

연관업소로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잠복이 시작된 지 17일

석유관리원은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해 충남경찰청에 합동단속을 요청했

만인 7월 16일 A주유소에서 B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이 제품을 하역하

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압수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드디어

는 장면이 포착됐다. 두 주유소의 연관성이 확인된 셈이었다. 다음날인

D-Day인 10월 2일 9시, 석유관리원 23명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

17일 드디어 정상적으로 납품 신고가 되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이 A주유

대 1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제조장과 주유소에 동시 진입해 불법

소에서 제품을 하역하는 장면이 잠복조에 포착됐다. 바로 다음날에는 B

조직 일당을 모두 붙잡는데 성공했다.

여산휴게소의

숨은 맛과 멋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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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한 양파제육덮밥!
여산 양파가 듬뿍 들어간 양파제육덮밥은 여산휴게
소에서 꼭 맛보아야 할 메뉴다. 제육덮밥 앞에 ‘양
파’를 썼다는 건 그만큼 양파의 이름값이 남다르다
는 걸 알려준다. 영자언니도 반할 휴게소 맛집, 이제
여산휴게소에서 만나보시라~

2018년 8월 9일
A주유소에서 일반 승용차로
갈아탄 후 이동하는 탱크로리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끝에
제조장으로 의심되는 위치를 발견했다.
첨단장비를 활용해 제조장을
특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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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
이슈 & 이슈

한국석유관리원, 인권경영 체계 본격화 추진
-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 선포·인권경영 홈페이지 개설 등 ‘앞장’

한국석유관리원이 인권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한 한국석유관리원은 인권침해 구체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경영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이어가고 있다.
글 사회가치팀 김민아 사원

지난 1996년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Multi-National

내·외부 고객의 인권 침해 금지 등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가 담겼다.

Enterprise Guidelines)」 발표와 2011년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이 자리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채택 이후 국제사

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므로, 업무수행 시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회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기업에 인권경영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인권경영 의지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17년 G20정상회의에서 ‘기업과 인권’ 의제
가 채택되고 UN 인권이사회 안건 채택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등 점차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세 번째로는 인권경영선언 및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하기 위해 인권경영 홈페이

강제력을 띄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지를 개설해 인권경영선언문 전문, 인권경영 사례 등의 자료를 공유했으며, 언론을 비롯해 블로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18년 8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확

그, 페이스북 등 SNS, 뉴스레터 등 가용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인권경영실천의지

정했다. 이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 권고하면서 관

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련 법령 제정을 검토하는 등 인권관련 국제환경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미흡분야 개선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년을 인권경영 도입의 원년으로 삼아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관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

목표로 ①인권경영추진 시스템 구축, ②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③대내·외 이해관계자 확산 등

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공급망 관리를 위해 물품·용역·구매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

의 과제를 추진했다.

의 인권경영 실천서약을 징구하고, 서약위반이나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실행 조직(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의 구제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등을 정한 ‘인권경영이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아울러, 인권경영 전 과정은 인권경영 홈

계층별 교육을 4회 실시했다.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두 번째로, 2018년 11월 경영진, 노사협의회 위원, 본사 및 본부 직원대표와 주요 간부 38명이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국제기준 및 법규준

예정이다.

수, 종교·성별·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부당노동 등의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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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짚다
안전하고 올바른 석유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대와
노사관계 발전, 인권경영과
시너지 확보를 위해 앞장섰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지난 1년간의
궤적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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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 한국석유관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석유제품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석유제품 안전감시단’을 구성하
고 석유사용 관련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2018.2.28. 양산시 복지재단과 사랑의 유류지원 협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영남본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양산지역의 복지시설과 잔여시료를 지속적으로 기부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K-Petro magazine news room

가짜 석유의 제조 및 유통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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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2018.6.5. 손주석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통해 전문 경영인 체계를 갖췄다.
석유관리원 신임 이사장으로 환경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손주석(58) 전 환경관리
공단 이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2018.6.26. 영남본부는 변화에 대응키 위해 부산으로 이전했고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등을 관할하는
영남본부가 양산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확장·이전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2018.3.29. 횡성군 복지관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으며

2018.6.28. 석유관리원에서는 최초 여성 부서장이 발탁됐으며

강원본부는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약속
하고 횡성군장애인복지관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부서장으로 승진한 남궁명희 수도권북부본부 시험팀장은 수도권남부본부장으로 발령
받았다.

2018.3.29.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8.7.12.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됐는가 하면

석유관리원이 9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석유관리원은
2009년부터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석유관리원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 자동
차와 건설기계 전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됐다.

2018.4.7. 내방한 몽골광물석유청장을 맞았으며

2018.7.1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몽골 광물석유청 헤를렝 히식자르갈 청장은 석유관리원 시험실과 비노출검사차량
등 주요검사장비 등을 둘러보고 기술협력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석유관리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계
연료에 대한 무료 품질점검서비스 및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가 구축됐다.

2018.4.18.~4.20.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2018.7.19. 석유관리원은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비리 근절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향상을 위한 ‘채용
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2018.5.1.~2018.5.31. ‘열린혁신·일자리 창출’ 대국민 공모전과

2018.7.20. 현장밀착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다.

석유관리원은 ‘현장밀착 경영(MBWA)혁신 회의’를 열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다니
며 본부별 주요 이슈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5.14.~2018.5.31.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유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2018.7.25.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는가 하면

석유관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석유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석유품질관리시스템 실무교육’을 가졌다.

생명나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석유관리원 본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5.17.~2018.5.19. 더불어 2018년도 전국 LPG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2018.7.26. 기관장 소통 핫라인 ‘청렴 소통방’을 개설했다.

석유관리원이 부산 한화리조트 몬테로소홀에서 ‘2018년도 전국 LPG담당 공무원 교
육’을 진행했다.

석유관리원은 대화채널을 통한 업무고충 및 비위제보 등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청렴 소통방’을 개설했다.

2018.5.23.~2018.5.24. 2018년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했으며

2018.8.7.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석유관리원은 5월 23~24일 양일간 전남 장성 소재 청렴문화센터에서 직원 대상
‘2018년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석유관리원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방법과 사례’라는 주제로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CSR센터장을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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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2018.8.14. 내부 출신 김동길 사업이사를 선임했다.
석유관리원은 김동길 사업이사를 선임했다. 주요 부서를 두루거친 김 신임 이사는
석유관리원의 주요 사업 부분 총괄 업무를 맡았다.

K-Petro magazine new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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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3. 시민참여혁신단을 공식 출범한 것은 물론,

2018.11.8. 노사 공동 인권경영을 위한 선포식과
석유관리원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존중을 실천하고 인권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2018.11.8.~2018.11.9.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한마음 워크숍’에서는 ‘노사관계 관리강화’ 특강, 청렴
소양교육 등이 이뤄졌다.

2018.9.6.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현장체험 K걸스데이를 열었으며

2018.11.13.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모색 위한 끝장토론을 주최하고

여학생들에게 기업, 연구소 등 산업현장의 체험을 통해 기술혁신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K걸스데이(K-Girls Day)를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굴을 위한 끝장토론인 해커톤을
개최했다.

2018.9.20. 상향식 혁신을 위한 ‘혁신 서포터즈’ 운영을 시작했다.

2018.11.21. 해군정비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석유관리원이 상향식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가 함정, 헬기 등 해군이 사용하는 유류 안전관리를 위해
해군정비창 정밀측정시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9.20. 나아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018.11.21.~11.23. 2018년 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석유 불법유통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유관리원이 주관하고 경찰청이
주최한 2018년 경찰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

2018.10.17. 신입직원과 ‘Hof & Hope Day’를 개최한 데 이어

2018.12.1. 한국석유관리원은 소비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과

석유관리원은 ‘Hof & Hope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임원진과 신입직원 등 37명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18.10.18. 파주시와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12.6. 인터넷에코어워즈 ‘공공SNS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석유관리원과 파주시가 사회적 가치 공동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사회공헌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인터넷에코어워즈 2018’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공SNS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2018.10.23. 국토부·지자체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MOU를 맺었다.

2018.12.9.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석유관리원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환경성 평가와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2018.11.1. 취약계층 가정의 PC 수리 지원을 진행했으며

2018.12.13. 베트남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지원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를 수리하고 청소해 주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는 클린 PC Day’를 진행한다.

석유관리원은 베트남표준계량품질원과 ‘2019-2020 기술협력 MOU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8.11.6.~2018.11.8. 2018 한·중·일 석유기술회를 개최하고

2018.12.14.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혁신을 이어갔다.

동북아 석유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중국 광동성에서 ‘2018년 한중일 석유
기술회’를 3국 공동으로 개최했다.

석유관리원은 경영 안정성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는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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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제대로 즐기는 것도 분명한 능력.
가족과 함께 떠난 1일 놀이동산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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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들과 함께 한 설원 위에서의 질주,
최고의 파트너를 기억하기 위한 추억 여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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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트렌드 포커스

뉴트로(New-tro)를 아십니까?

뉴트로의 전조, 문화계의 복고 트렌드
복고풍(復古風, Retro style, 레트로 스타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말이 아니
다. 레트로는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의 레트로스펙티브 ‘Retrospective’라는 단어에
서 유래했다. 1971년, 디자이너 입생로랑이 한 컬렉션에서 1940년대 패션을 재현시키면
서 레트로룩이 한 장르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1960년대를 풍미한 나팔바지는 1990년대 부츠컷으로 재

‘레트로가 과거의 재현이라면

탄생했고, 최근에는 와이드 팬츠가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 것처럼.

뉴트로(New+Retro)는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트로는 늘 새로움과 결합돼 있

- 2019 트렌드 코리아

었다. 복고풍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 것에 대한 향수로 과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감각과 감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뉴트로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트렌드가 아니라 20세기 말부터 꾸준히 진행된 문화현상
인 것이다.
2011년 영화 <써니>를 보며 옛 추억에 젖은 우리에
게 복고 열풍을 가속화 시킨 것은 2012년에 첫 방
경험이 전무한 아이돌 정은지와 오디션 프로 출신

2018년 10월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가수 서인국을 내세워 1997년을 재연하겠다는 이

롱런하며 약 98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드라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이었

이 장기 흥행을 이끈 주인공은

다. 하지만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풋풋했

‘퀸’을 직접 소비했던 40~50대가 아닌,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던 첫사랑의 추억과 과거의 향수에 매료됐고,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 1994년과 1988년을 배경으로 한 후속작 또한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사랑을 받았다.

새로운 문명을 생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지금,

과거의 추억을 재해석해서 성공한 사례는 비단 우

우리는 왜 뉴트로에 열광하는 것일까?

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동명 노

응답하라 1997 포스터(출처: tnN 공식 홈페이지) 

영된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었다. 연기

래에서 따온 영국 BBC의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는 1973년을 배경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미국과
한국에서 리메이크 됐고, 2016년에 미국 넷플릭스
에서 제작한 <기묘한 이야기>는 1983년을 배경으
로 1980년대 장르영화를 끝없이 오마주한다. 영화
<매드맥스>, <스탠 바이 미>, <구니스>, <엑소시스
트>, <죠스> 등 당대에 사랑받았던 영화들의 향기
를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은 뉴트로라는 말처럼, 복
고를 재해석하면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
공하는 발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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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이야기 포스터(출처: 넷플릭스 홈페이지)

글 김지선

New-tro

복고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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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able

밀레니얼 세대가 뉴트로를 즐기는 방법
마케팅의 고전 세스 고딘의 2004년 작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는 ‘황소로 가득 찬 목
장에서 혼자 눈에 띄는 보랏빛 소를 주목할 만한’ 이라는 뜻의 리마커블 ‘Remarkable’
로 칭했다. 뉴트로는 기성세대에게 황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분명한 보랏빛 소로 인식되고 있다.
50대들은 뉴트로를 ‘향수’, ‘추억’으로 소구한다면, 30~40대는 ‘운치’, ‘친근함’으로 느끼
고, 10~20대는 ‘신기함’, ‘모던’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 집에서 봤던 자개장, 알록달록
한 꽃무늬가 새겨진 철제 밥상, 집집마다 보리차를 담아두었던 오렌지주스 유리병까지,
밀레니얼 세대에게 레트로는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낯선 충
격을 넘어 ‘힙’한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뉴트로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드라
마 <미스터 션샤인>이었다. 이제 막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전차가 돌아다니며 서양
신사복과 숙녀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경함과 설렘을 느낀 사람들은 뉴트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바탕에는
디지털 시대의 피로감이 묻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편리한 세상 속에서
뉴트로는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한때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북촌을 활보하던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에게 낯선 개화기에
매료됐다. 종로구 익선동 ‘익선의상실’에는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주고 있다. 이곳에 오면
제비 꼬리 비로드 양복에 기둥이 높은 실크 햇, 금장 외테 안경과 회중시계를 든 모던
보이로 변신하거나, 짙은 와인색 원피스, 망사 모자,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을 착용한 경
성 아가씨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외관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

동경과 함께 힘든 현실을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격돌하는 시대에 신문물을 앞서 받아들이고 철벽같았던 유교 관

잠시 잊을 수 있는 안식처가 돼 준다.

습에 대항했던 ‘모던보이’와 ‘신여성’의 감성과 기백에 환호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또한, SNS에는 개화기풍 원피스를 입고 소반에 받친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 사진이 핫
하다. 서울 종로와 을지로에는 개화기의 매력에 빠진 1020세대들의 취향에 맞춰 ‘OO경
양식집’, ‘빠리OO’, ‘경성OO’이라는 간판을 단 식당과 카페들이 늘고 있다. 축음기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 익선동 카페에서는 파운
드 케이크와 차를 판다. 을지로 비좁은 골목에는 자개장과 괘종시계, 고가구로 개화기
다방 느낌을 낸 카페와 양과자 전문점이 있는데, 젊은이들의 핫한 장소로 여러 번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바 있다. 복고에서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선한 문화를 느끼
는 1020세대만의 감성이다.
이외에도 압구정 도산분식, 용산 잠수교집, 홍대 산격동사진관 등 누군가의 오래된 기
억에서 끌어올린 것 같은 친근한 이름의 주인공은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뉴트
로 핫플레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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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대중에게 파급되는 뉴트로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퍼져가는 법이다. 지난해 우리에게 ‘급식체’라는 말이 핫하
게 떠올랐다. 급식을 먹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유행한 ‘야민
정음’은 서로 생김새가 비슷한 언어를 바꿔 쓰는 말장난이
었다. ‘명작’을 ‘띵작’으로, ‘귀엽네’를 ‘커엽네’, ‘대머리’를 ‘머머
리’로 쓰는 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언어파괴라고 혀를 찼지
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TV 매체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전파시켰다. JTBC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 <방구석 1열>
에서는 명작 2편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띵작매치’라는 이름을 붙
이기도 했다.

또한 11번가는 개그맨 이용진과 안영미를 내세워 80년대 감성에 유머 코드

서울 종로와 을지로에는 개화기의 매력에 빠진

이런 핫한 아이템을 산업 현장에서 놓칠 리가 없다. 이미 뉴트로는 우리

를 결합한 광고를 만들어, 유튜브에서 조회 수 240만을 넘기며 큰 히트를

1020세대들의 취향에 맞춰

생활과 빠르고,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다. LG 하우시스는 ‘레트로 모던’한 스

쳤으며, 가요계에서는 또 다시 ‘시티팝’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 경제의 호황

‘OO경양식집’, ‘빠리OO’, ‘경성OO’이라는

타일을 내세워 상품화를 시작했고, LG전자는 점점 커지는 TV모니터 사이즈를 역행

기였던 80년대에 등장한 시티팝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

해 14인치 레트로 클래식 TV를 선보였다. 브리츠는 1800년대 축음기 스타일을 재현한 블루투

라의 음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윤수일의 ‘아름다워’, 김현철의 ‘오랜

스 스피커를 출시했으며, 닌텐도는 슈퍼 패미컴의 복각 판인 ‘슈퍼패미컴 미니’로 다시 큰 사랑을

만에’ 등이 젊은 뮤지션을 통해 리메이크 되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받고 있다.

흥행하면서 옛 음악을 듣기 위해 레코드판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LP바가

간판을 단 식당과 카페들이 늘고 있다.

유행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뉴트로는 음식은 물론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그 옛날 자판기에서 팔던 분유를 재등장시켜 1년 만에 누적판매량 250만
개를 기록했으며, 두툼한 고급 삼겹살에 밀려 천대받았던 냉동 삼겹살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구찌는 잠자리 안경을 다시 내놓았고,
필라, 헤드 등 존재감이 희미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주 찾는 거리의 상점들은 빠른 속도로 레트로를 재
구성하고, 소비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크게 번질 전
망이다.
이 변화의 바탕에는 디지털 시대의 피로감이 묻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
상,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편리한 세상 속에서 뉴트로는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동경과 함께 힘든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안식처가 돼 준다.
문화 평론가 김성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복고의 유행은 암담한 시
대 현실을 방증한다. 뉴트로는 과거와 현재를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사회
가 격변하는 시기에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역사적 이해에 바탕을 둔
뉴트로를 단지 색다른 취향이 아니라 지금 사회의 징조를 읽는 방법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뉴트로를 단순한 유행이나 취향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뉴트로를 소
비하는 대중의 심리와 이에 대한 반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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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월드 에너지 이슈

남유럽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추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럽의 움직임이 거세다.
그 중에서도 남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다.
남유럽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혜안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과제와 미래 전망 등을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급부상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글 세종대 환경공학과 김하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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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노리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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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로 삼은 EU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초과 달성한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설비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

재생에너지지침은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20%

했다. 2016년 기준 55.9 GW로 증가했으며, 전체 발전

2000년대 이전까지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대부분은 수력발전이었다.

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

설비 중 49%를 차지한다. 앞서 2000년대 이전까지 이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력 대신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의 빠른 확대가 이어졌다.

는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

탈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대부분은 수력발전이었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각각 54.1%와 22.5%에 달한다.

의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잠재력, 역량 등을 고려했

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력 대신 태양광 및 풍

다. 이를 근거로 적게는 몰타 10%부터 많게는 스웨덴

력발전 설비의 빠른 확대가 이어졌다. 태양광과 풍력발

49%까지 차등적으로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할당

전은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각각 54.1%와 22.5%에

했다. 2020년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EU 회원국은

달한다.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같은 기간 화력발전설비와 수력발전 설비는 각각 연평

Action Plan, NREAP)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다.

균 0.5%, 0.6%씩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증가했다. 2016

그렇다면 20%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

년 현재 수력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일까.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EU는 이미

의 38.3%, 태양광이 33.1%, 풍력이 16.1%를 차지한다.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를 상회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약적인 증가세다.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체 발전 설비 중 49%를 차지한다.

있다. 20% 목표치를 이뤄내기 위해 2017~2018년 달성에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추이(2001~2016)>

필요한 재생에너지 목표는 16%였다. 2017년 기준 EU 28
개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최종에너지 중 17.4%

재생에너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EEA, 2018).
그렇다면 초과 달성의 배경은 무엇일까. EU의 28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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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중 202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남유럽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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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 중 태양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기

가운데 총에너지공급량(TPES)이 가장 크고, 유럽 국가

준 이탈리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3만 2,053개

들 가운데 독일 다음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이 많으며

소(발전 용량 19.2 GW)에 달한다. 태양광 복사량은 남

(PWCL, 2018),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017년 석탄의 단

부지역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보다 대략 20% 정도 많다.

계적 퇴출을 발표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에너

하지만 오히려 북부 지역에 전체 발전소 중 54%, 설비

지 사용률 전환이 가능했던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다.

용량의 44%가 분포돼 있다.

이탈리아의 2020년 최종에너지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특히, 풀리아(Puglia)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

공급 목표는 17.0%였다. 하지만 2015년 이미 17.5%

적으로 집약돼 있다. 이탈리아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로 이를 초과했다. 이는 2005년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13.6%를 차지할 정도다. 롬바르디아(Lombardy) 지역에

4.92%에서 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는 발전설비 용량 중 11.3%가 설치돼 있다. 규모로 살펴

이외에도 같은 기간 에너지집약도(TPES/GDP(PPP))

보면 20㎾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가 전체 발전소의 대부

또한 22% 감소하는 등 경제의 에너지 효율도 상당 부

분을(91.3%) 차지한다.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79%)가

분 개선됐다. 에너지수입의존도(Net import/TPES)는

주거 부문에 설치돼 있으며, 용량으로 살펴봤을 때 설

6.4% 감소했으나 여전히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 용량의 약 절반 정도가 산업 부문에 설치돼 있다.

높은 수준이다(IEA, 2019).

이와 같은 급격한 태양광 확대는 2005년부터 2013년
55

7월 6일까지 운영된 콘토 에네르지아(Conto Energia)

위해, 보다 강화된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수립했다.

제도 즉, 고정가격매입제도(Feed-in-Tariff, FIT) 덕분

2030년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8% 목표,

으로 풀이된다. 고정가격매입제도란 1㎾급 이상의 태양

전력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55%가 그것이다.

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또한 이탈리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기후변

이 제도의 지원을 통해 총 18.2GW의 태양광이 설치됐

화 및 에너지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 초기 이탈리아 정부가 이 제도의 운용을 위해 설정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참여하

한 6,700억 유로의 예산은 태양광의 확대로 소진됐다.

고 있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수 4,012개로 그 유럽 어

이로 인해 2013년 7월 6일 이후 이 태양광 고정가격매

떤 국가보다 많다. 참고로 이탈리아 지방정부 4,012개

입제도는 중단됐다(DLA Piper, 2018).

중 3,184개의 지방정부가 기후행동계획에 서명했다.

그 사이, 태양광 기술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최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대표 과제는 무엇보다 재생가능

63MW 규모의 상업·산업용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보

에너지 확대로 인한 네트워크 불안정성 상승 문제를 해

조금이나 인센티브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IKEA

결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또한 2014년 고정가격매입제도 없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지역적으로 고르게

피사 지역 매장에 695㎾ 규모의 PV를 설치한 바 있다

분포해있어 송전선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

(Hardesty, 2018).

만 최근 남부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으로

고정가격매입제도가 중단된 이후, 이탈리아에서 태양

인해 송전선로를 보강해야 했다.

광 설비의 설치의 주된 유인책은 세금 공제 혜택이다.

더불어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이탈리아는 GDP 3.9%

주거용의 경우 공제 혜택은 50% 수준이지만, 상업·산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24.7% 감소, 재생에너지 공

업용의 매우 우호적인 할부 상환 프로그램과 세금 감면

급 10.0% 증가했다. 반면 EU 국가들의 평균치는 GDP

(130%까지)으로 투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

10.9%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16.7% 감소, 재생에너지

대된다(PV Europe, 2018).

공급 7.7%였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
한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와 경제

EU 에너지 로드맵 2050 달성에 박차

성장 간의 탈동조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

이탈리아는 아직 2008년 전세계경제위기로 인한 타격

김하게 됨으로써, 향후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나 전문가들은 향후 닥칠 경

역할은RES
더욱targets
주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1월

제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60공개된 국가에너지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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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

- 검사처 검사총괄팀 신기호 대리 가족(아내 김경심, 아들 신영진, 딸 신유진)

생일 축하를 놀이공원에서
“이번 주는 놀이공원에 갈 거야.” 결혼 9
년차 두 아이의 엄마, 아빠인 신기호 대리
와 김경심 씨는 며칠 전부터 첫째 영진이
와 둘째 유진이에게 주말에 놀러갈 장소
를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들에게 주말은 엄마, 아빠와 마음껏 놀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특히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주말은 더욱 기다려지기 마련. 입사 13년차, 결혼 9년차의 검사총괄팀 신기호 대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매주 나들이에 나선다. 특히 이 날은 둘째 유진이의 생일을 앞둔 주말이기에 더욱 특별했다.
하루 종일 웃음 가득했던 이 가족의 하루를 담았다.

엄마, 아빠와 여러 번 가본 곳이라 익숙
할 법도 한데 아이들은 놀이공원 갈 생각
에 설렘 가득한 며칠을 보냈다. 감기에 걸
려 열이 올랐던 7살 유진이는 “놀이공원에
갈 거니까 나아야 한다”던 자신의 다짐처

글 유현경

사진 최인호

럼 감기가 나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영진이는 아기 때보다는 덜 열광적이지만,
좋아하는 놀이기구라면 1시간을 기다려
탈 수 있을 정도로 놀이공원을 좋아한다.

사탕 열차는 언제나 좋아요!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

표를 사고 드디어 놀이공원 안으로 입장!

곧 유진이 생일이잖아.

이 만들어주고 싶은 부지런한 엄마 아빠

놀이기구 탈 생각에 신나게 발걸음을 옮

그래서 아빠가 회사에

는 오늘 나들이의 의미를 이야기해준다.

기는 아이들 모습에 아빠 엄마의 얼굴에

“곧 유진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회

는 웃음이 가득하다.

사에 특별히 신청했어. 놀이기구도 타고,

“어떤 걸 제일 타고 싶어?”

멋진 사진도 찍을 거야.”

엄마 김경심 씨가 아이들에게 묻자 좋아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인 가족들. 매서

하는 것들을 줄줄이 꿴다. 엄마, 아빠도

운 추위 아니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

익히 알고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는 겨울이지만, 오늘 아침은 모처럼 날씨

기구다. 먼저 야외공간으로 나가 보기로

도 공기도 좋다. 기분 좋은 하루일 것 같

했다. “달리기 하자”며 제자리에서 발을

모습이 귀엽다. 구름다리를 건너니 동화

은 예감이다.

동동 구르며 뛰는 흉내를 내는 영진이의

속 성들이 보인다. 즐거운 음악 소리, 놀이

특별히 신청했어.
놀이기구도 타고,
멋진 사진도 찍을 거야.

기구 탄 사람들의 환호성도 들린다. 아이
들도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들어와 있
다. 포토존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가족사
진을 먼저 찍었다. 가족 나들이는 자주 하
지만 그럴듯한 가족사진을 갖기란 어려운
데 오늘은 작정하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길 생각이다.
인기 있는 탈 것은 줄이 길고, 무엇을 탈
까 고민하다가 출출한 뱃속부터 달래기로
했다. 영진이는 옥수수, 유진이는 솜사탕
을 선택했다. 솜사탕 기계 안에서 달콤한
솜사탕이 점점 커질수록 유진이의 눈빛이
반짝인다. 영진이는 동생을 위해 솜사탕
파는 아주머니에게 “크게 만들어주세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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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슬쩍 주문을 한다. 세상을 다 얻

이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곳인가봐요.

은 듯 기쁜 아이는 엄마, 아빠, 오빠에게

오늘 몇 번이고 탈 수 있을 걸요. 하하~.”

도 소중한 솜사탕을 맛보라 나누어준다.

몇 가지를 더 탄 후에, 서둘러 실내로 이

“고마워. 유진아~.”

동했다. 놀이공원의 하루는 생각보다 짧

매번 처음인 것처럼 정말 좋아한다는 사

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기나

탕기차를 탔다. 아이들의 취향을 아는 엄

긴 줄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다를까.

마 아빠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다. 초콜

꼭 타고 싶어 하는 풍선비행은 1시간을

대리의 취미도 사실은 아이들로부터

릿과 각종 과자 모형이 가득한 곳을 지나

기다려야 한단다. 평소 같으면 기다려서도

시작됐다니 부부의 자녀 사랑은

며 아이들은 신기하고 신나했다. “어른들

타는 놀이기구지만 오늘은 다른 것부터

지극하기 그지없다.

눈높이에서는 크게 특별한 게 없는데, 아

타기로 했다.

매 주말 아이들을 위해 나들이를
하는 것을 김경심 씨는 “자신에게도
또 하나의 쉼”이라고 생각한다.
드론, 스키, 물고기 키우기 등 최근
새로운 것을 섭렵하고 있다는 신기호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부모
키 제한이 있는 놀이기구 앞을 지나다가 신
기호 대리가 이야기한다. “영진아, 너 이거
이제 탈 수 있겠다. 키가 많이 자랐잖아.”
신기호 대리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
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부쩍 느낀다.
“특히 이렇게 밖에 나와 보면 아이들이 자
란 걸 느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놀이기
구를 타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곤 하는
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기념풍선을 사면서도 아이들은 신중했다.
모양은 물론 혹시 날아가 잃어버릴 수 있
다는 것까지 생각하며 풍선을 골랐다. 그

60

런 모습에서 부부는 한뼘 더 자란 아이들

맛있는 점심 후에는 퍼레이드를 보기 위

한다. 매 주말 아이들을 위해 나들이를

의 모습을 발견한다.

해 자리를 옮겼다.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

하는 것을 김경심 씨는 ‘자신에게도 또 하

부부가 직장생활로 바쁘면서도, 주말 나

던 아빠 신기호 대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의 쉼’이라고 생각한다. 드론, 스키, 물

들이를 하는 것도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힘

고기 키우기 등 최근 새로운 것을 섭렵하

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야겠

들지 않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말이다. 작은

고 있다는 신기호 대리의 취미도 사실은

다는 생각에서다. 회전목마, 범퍼카, 햇님

것이지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란 이런 것

아이들로부터 시작됐다니 부부의 자녀 사

달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이 아닐까.

랑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쉬지 않고 탔다. 한참 자랄 나이라 에너지

맞벌이하며 아이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을

드디어 화려한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동

가 넘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 김

법 한데, 결혼 9년차의 이 부부는 척척 맞

화 속 분장을 하고 연기를 펼치는 행렬

경심 씨는 감탄스럽다.

는 호흡으로 가정생활을 이끌어오고 있

이 이어진다. 아이들은 신기한 모습을 보

“아이들 에너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서로를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합리

고 즐거워한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더

놀아도 또 놀아야 해요. 오늘은 아이들에

적이고 배려심있는 아내’라고 칭찬하는 두

많은 것을 경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게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어서 엄마, 아

사람은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모습을 보며 엄마, 아빠의 하루하루가 행

빠로서 참 기쁜 하루예요.”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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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낄수록 힘이 되는 에너지 절약방법

1년 4계절 에너지 절약법,
함께 실천해요!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핵심은 WHAT, HOW, DO! 크게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방법이 그 첫째요,
귀차니즘을 이겨내는 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글 편집실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아는 만큼 절약된다!

옷 하나만 걸쳐도 에너지 절약이 이뤄진다. 귀찮더라도 갖춰입자. 예컨대 목도리를 걸치면 체온이 2.5℃오른다. 겨울

PC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다. PC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데스크탑 대신 노트북을 고려할 만하다. 노트북은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 0.6℃가, 내복은 무려 3℃ 체온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휴대성이 핵심인 만큼 데스크탑 PC 대비 최고 90%까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PC를 사용할 때 절전모드를 활용

청소를 하면 청결해진 만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2주마다 청소하면

해 대기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장 점심시간이면 PC 모니터들이 켜져 있는 사무실 환경이 연출된다.

5~15%의 전략 절감효과를 갖는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청소함으로써 1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소 귀찮더

과연 그래봐야 얼마나 절약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로, 가정에서만 연간 10만 원의

라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껐다 켜는 것보다 적정한 온도를 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지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를 끈 상태에서 다시 켜면 일정 온도가 오를 때까지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패브릭(Fabric) 제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브릭은 직물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총칭한다. 대표적인 패브릭

때문이다.

제품인 패브릭쇼파는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를 3℃ 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면, 평소 깨끗하게 닦아놓자. 깔끔해진 커피포트는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물도 더 빨리 끓인다.

쇼파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패브릭쇼파를 고려해볼 만한 이유다. 만약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 놓는다면 효

커피포트를 닦을 때는 물 2컵과 식초를 넣고 끓이면 칼슘 잔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과는 배가 된다. 카펫은 보일러 가동시 온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커튼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커튼은 단열효과가 뛰어나 이중창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겨울에는 따뜻
한 실내 온도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온도를 지켜준다. 겨울철, 이중창을 닫아둔
상태로 커튼을 열어 두면, 낮 시간 동안 태양열은 실내 유입되지만 찬바람은 차단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번 선택으로 꾸준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다.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
하는 것이 대표적.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1등

- 전기 절약의 오해와 진실 Q. 냉·온수기의 온수 기능은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급 제품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 최근에 등장한 1등급이 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다.

A. 사실이다.

냉·온수 기능 모두 사용하는 것은 냉수기능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5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온수기능 대신 커피포트를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귀차니즘과의 사투, 한 만큼 절약된다!

Q. 전구를 켜고 끄는 것보다 켜두는 것이 좋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당장 안 쓰는 스위치를 뽑으려 해도, 창문을 닫으려

A. 전등

스위치 온·오프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잠깐 외출시라도 전등을
꺼주는 것이 절전에 도움이 된다.

해도 문득 ‘귀찮다’는 생각에 주저하기 십상이다. 이때 작은 실천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선순환
으로 이어진다.
귀차니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면 마트를 찾는 불편함 정도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스마트 플러그
를 사용해 보자. 일반 전기 플로그 대신 스마트 플러그로 교체하면 약 5.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고효율 LED
전구도 필수적이다. LED 전구는 형광등 대비 10배, 백열등 대비 130배의 수명을 갖는다. 전력도 3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초기 구입비용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대비 비싼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측면

Q. 강
 한 에어컨 바람이 약한 에어컨 바람 + 약한 선풍기 바람을 함께 쓰는 것보다 시원
하다?
A. 그렇지

않다. 50℃의 물 500㎖로 30분간 냉방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강풍으로 설정한 에어
컨 사용시 50℃ 실내 온도가 7℃ 낮아진 반면, 에어컨 미풍과 선풍기 미풍을 사용한 경우
22℃까지 실내온도를 낮췄다.

에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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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케어 & 힐링

우리들만의 다이내믹 겨울왕국

유난히도 눈을 보기 힘들었던 올 겨울, 2015년에 입사한 동기들이 하얀 설원에서
만났다. 겨울치고는 따뜻했던 날씨에 꽤 많은 사람이 스키장에 몰렸지만 빽빽한 인
파도 다섯 사우의 에너지를 꺾을 수 없었다. 스키와 스케이팅, 서핑을 하나로 합친
스포츠인 스노보드로 새해를 다이내믹하게 연 다섯 사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5년 입사동기들의
스노보드 체험기
글 강나은

사진 황원

#1. 스키장으로 가는 길

유일하다. ‘다들 촌사람들이에요’라고 놀

2015년 입사동기들은 인턴 시기부터 지금

리는 박현화 사우는 스노보드를 타기 전

까지 매년 한 번 이상 만나며 동기 이상의

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다.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동

반면 다른 사우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

기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나는

었다. 박태성 사우는 두 번째로 스키장을

것조차 쉽지 않지만 동기들 모두 함께 하는

찾았고, 유성경 사우는 스키만 딱 한 번

일이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게다가

타봤다. 이슬기 사우와 대구경북 본부 검

이번에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기술정보팀

사2팀 정영훈 사우도 처음 스노보드에 도

유성경 사우가 힐링&케어 코너에 신청서를

전한다. 하지만 다섯 사람은 다른 일정 때

내면서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된 것.

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또 다른

“저희 동기들이 각자 본부에서 근무하고

세 동기의 몫까지 스노보드를 타겠다며

있다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기회에 사보에도 참여하고, 스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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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도 체험하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신

#2 스키장에서

청했죠.”

드디어 스키장에 도착한 다섯 사람은 수

“이미 여러 번 동기들끼리 스키장에 가려

많은 인파에 놀라고, 주차난으로 난감해

고 했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

했다. 하필이면 따뜻한 날씨를 기록한 이

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날,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넓

스키장에 올 수 있게 됐네요.”

은 스키장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웠죠.”

기획예산팀 이슬기 사우는 모든 것이 유성

하지만 새하얀 설원을 만나자 바로 표정

이슬기 사우의 진심어린 표현에 유성경 사

경 사우 덕분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 밝아졌다. 유성경 사우는 전날까지 스

우는 민망한 듯 ‘나도 못 타서 쉬고 있던

이번 일정을 위해 동기들 모두 바쁜 주말

노보드 타는 법에 대한 영상을 열심히 보

건데’라며 농담을 던졌다.

시간을 비우고 달려왔다. 이중에서도 영남

며 공부한 덕택인지 꽤 안정적인 자세를

네 명의 스노보드 초보 중에서 단연 돋보

본부 시험팀 박태성 사우는 주말에 스키

보였다.

였던 인물은 정영훈 사우였다. 평소에 이

장에 오기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야 했다.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서요. 눈으로 보면

종격투기를 배운다는 정영훈 사우는 다른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잖아요.

웬만큼은 따라할 수 있어요.”

초보들과는 움직임부터 남달랐다. 박현화

혼자 놀러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청

스노보드를 영상으로 배운 유성경 사우

사우는 그런 정영훈 사우에 감탄을 금치

소하고, 집안일을 다 했어요. 아내가 허락해

는 박현화 사우와 함께 이슬기 사우에게

못했다.

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었죠. 조금은 늦었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스노보드 타

“제가 워낙 잘 가르쳐줘서 그런지 처음 탄

만 그래도 이렇게 온 게 어딘가요(웃음).”

는 법을 알려줬다.

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타

모두가 설레여 기다려온 스노보드 체험이

“처음에는 보드를 타고 일어나지도 못했

더라고요. 가르쳐준 사람으로서 굉장히

었지만 이 중에서 스노보드를 탈 줄 아는

어요. 일어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는데,

뿌듯했어요. 안정적인 낙엽자세를 보고는

사람은 충북본부 검사팀 박현화 사우가

유성경 씨가 안 내려가고 계속 지켜봐주

턴도 알려줬죠.”
65

♥ 새해도 밝았으니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씩 건넨다면
♥ 유성경 사우
동기들이 하나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훗날에는 동기의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박현화 사우
좋은 기회를 선물해 준 유성경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박태성 씨에게는 우리가 용돈줄 수 있을 만큼
아이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 박태성 사우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새해에는 동기들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훈 사우
오늘 이렇게 모인 동기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동기들도
모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빕니다.

♥ 이슬기 사우
동기들이 있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늘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동기들과 좋은 추억 쌓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하지만 스노보드에 대한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늘

탓일까. 정영훈 사우는 계속 턴을 연습하

동기들과 많은 추억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다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고, 손목 부상으

생각을 했는데, 이번 스노보드 체험도 소

로 의무실을 찾아야 했다.

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한편 박현화 사우는 조금은 늦게 도착한

66

큐 타임이 남아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놀

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

했죠. 그런데 동기들이 각자의 실력을 제대

박태성 사우의 가이드까지 도맡았다. 전

#3 바비큐를 기다리며

아야죠.”

을 체험하기는 처음이라는 2015년 입사동

로 몰랐던 거예요. 맞춰보니 생각보다…”

화로 장비를 빌리고, 주차하고, 매표하는

스키장 오후 시간이 끝난 뒤, 다섯 사람

한편, 박태성 사우는 동기들이 함께 만나

기들. 새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새해를 연

박현화 사우의 말에 유성경 사우가 ‘우리

것은 물론, 신발을 신는 방법까지 알려주

은 잠깐의 티타임을 즐겼다. 스노보드체

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만으로도

만큼 동기들에게 있어 올 한 해는 에너지가

는 퍼포먼스로 승부했다’고 덧붙인다.

었다. 하지만 박태성 사우가 스노보드를

험부터 시작해 함께 보냈던 여행들에 대

큰 의미를 두었다.

가득한 한 해로 기억되길 기대해본다.

“주변에 꽃집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서 장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스키장 오후 시간

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날이 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는

이 끝나버렸다.

물고 있었다.

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바빠지고, 결

2015년 입사동기들의 합창

에 한 명씩 신부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저는 굴러서 내려왔어요. 스노보드를 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스키장에 사람이

혼도 해서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박태성 사우의 결혼식 때 일이다. 동기들

퍼포먼스도 했죠.”

번 밖에 제대로 못 타봤네요. 두 번 정도

너무 많아서 세 번 정도밖에 못 탔어요.

요. 이번에 이렇게 시간 내주고, 다 같이

이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지만, 다 같이 모

이렇게 축가가 부족했다며 부끄러워하는

더 탔으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오랜 만에 동기들 얼굴 봐서 너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서 연습할 기회가 없었다. 대신 각각 파

다른 동기들에게 박태성 사우는 오히려

서 조금은 아쉬워요.”

즐거웠어요.”

정영훈 사우 또한 처음 와봤던 스키장에

트를 나누고, 각자 맡은 파트를 연습해오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초급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중급으로 넘

유성경 사우의 말에 박현화 사우도 아쉬

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해준 동료들에

기로 했다. 그리고는 결혼식장 건물에 있

“마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먼 곳까지 내

어온 다섯 사람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

움을 표한다.

대한 고마움이 컸다.

는 한 영화관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맞

려와 준 동기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죠.”

고,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생도

“시간이 더 많았으면 제가 한 명, 한 명 더

“저는 스키장이 처음이라 오기 전에 걱정

춰보았다.

이렇게 즐거운 날에도, 소중한 날에도 함

많이 했지만 이슬기 사우의 표현처럼 올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기들이 잘 알려줘

“여러 명이 모여서 영화관 앞에서 노래를

께 남긴 소중한 추억이 있기에 이들의 인

겨울 추억거리 하나를 제대로 남겼다.

아쉬워요. 다들 능숙하게 스노보드를 탈

서 스노보드를 잘 즐길 수 있었네요.”

부르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

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하고, 더 깊어지

“일 년에 넘어질 것을 하루에 다 넘어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바비

함께 수많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수많

번씩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연습

고 있다.

미꽃을 여러 송이 사왔어요. 그래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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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감동, 그리고
감성을 선사하는 문화가 산책

뮤지컬로 만나는 문화의 향연

뮤지컬의 매력은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호기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일 수도 있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신나는 음악이나 노래, 때론 무용일 수도 있다.
여기에 볼거리 풍성한 무대장치 등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춘 수작 뮤지컬 2편을 소개한다.
글 함승태

뮤지컬『팬텀(PHANTOM)』

뮤지컬『엘리자벳(ELISABETH)』

무대 위에서
부활한
오페라의 유령!

최고의 아성을 증명한 레전드

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악보를 판매하는 크리스틴

매 시즌 신기록 행렬, 대작 뮤지컬

을 받아 ‘죽음’과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황후의 이야기를

『팬텀』은 동명의 소설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

다에의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을 빼앗긴다. 에릭은 그녀를

뮤지컬 『엘리자벳』은 2012년 초연 당시 10주 연속 티켓

만들어 냈다. 극중 황후 엘리자벳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령』이 대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보적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

예매율 1위에 오르는 등 각종 신기록을 써내려가며, 총

의 절제되고 통제된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흥행 광풍을 일으켰다. 지난 2015년 국내 초연 당시, 티

비밀스러운 레슨으로 그녀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120회에 걸쳐 15만 명의 국내 관객을 동원했다. 또한 ‘제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격

켓 오픈 30분 만에 2만 장의 티켓이 완판되는 기염을 토

도와준다. 하지만 뇌물로 극장장 자리를 꿰찬 카를로타는

6회 더뮤지컬 어워즈’에서 12개 부문에 후보작으로 선정,

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한 것. 작품성 또한 인정받아 2015년 골든 티켓 어워즈 작

질투심에 사로잡혀 크리스틴의 데뷔 무대를 엉망으로 만

역대 최다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총 8개 부문을 석권

다. 무엇보다 뮤지컬 『엘리자벳』에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

품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1년 만에 오른 재연은 당시

든다. 이에 격분한 에릭은 카를로타에게 복수를 감행하고

하여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이후 1년 만에

는 이유는 높은 완성도를 바탕으로, 신선함과 노련함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파동’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은

경찰은 그를 쫓아 오페라 극장을 샅샅이 수색한다. 한편

가진 앙코르 공연에서도 97%의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에

중무장한 막강 캐스팅이 완성된 결과로 보인다. 초연부터

‘팬텀 광풍’을 보여줬다. 개막 4주 만에 티켓 판매 5만장을

에릭과 함께 그의 은신처에 숨어있던 크리스틴은 그의 슬

이어 누적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거침없는 흥행세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엘리자벳 역을 소화해낸 옥

돌파해 침체돼있던 공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년

픈 과거와 감춰졌던 진실을 알게 된다. 한편 이번 작품에

를 이어갔다.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는 서사와 음악, 무대

주연과 단아하고 청순한 외모와 폭넓은 음역대, 섬세한

연속 골든 티켓 어워즈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완성도를 인

는 불후의 명품 보컬 임태경과 한국 뮤지컬계의 중심 정성

예술 3박자의 절묘한 조화를 꼽을 수 있다. 탄탄한 서사와

표현력으로 무대를 압도해온 김소현, 탁월한 무대 장악력

정받았다.

화, 대체불가 매력보이스 카이, 고난도 기교를 자유자재로

단번에 귀를 사로잡는 음악, 합스부르크 왕가를 완벽에 가

으로 매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신영숙이 황후 엘리자벳

이는 관객들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스릴 넘

구사하는 프리마돈나 김순영 등이 캐스팅됐다.

깝게 재현한 세트까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

을 맡았다.

들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하게 만든다.

치는 음악과 더불어 영상, 조명 등 시각적인 풍부함이 어
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관객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시놉시스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으나 흉측한 얼굴로 태어난 까닭에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지내는 에릭. 그는 어느 날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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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는
황후의 귀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이 모티브
뮤지컬 『팬텀』은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대
표작 『오페라의 유령(1910)』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1991
년 뮤지컬로 만들어진 이후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뮤지
컬 황금기를 잇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전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 스테디셀러
격한 공감을 자아내는 탄탄한 스토리라인
극작가 미하엘 쿤체는 스위스 정부가 70년간 기밀문서로
보관했던 엘리자벳의 일기장과 “엘리자벳이 합스부르크

1992년 오스트리아의 씨어터 안 데르 빈에서 초연한 이
후,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공연하며 누적 관객 수 1,100
만을 돌파했다.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엘리자벳』은 유럽
뮤지컬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왕궁에 죽음을 데려왔다”는 오스트리아의 민담에서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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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 것이 시작
2012년에 입사한 정수연 대리는 얼
굴도 체구도 작지만 당차고 똑 부
러지는 면모가 돋보인다. 결혼, 출
산 등 인생의 큰 전환기를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해서 그런지 직장에
대한 애착도 크다. 반도체 관련 일
을 하다 이직한 두 번째 직장, 그녀
에게 더 이상의 이직은 없다. 육아
휴직, 유연근무, 연차 등의 조건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음
에 들어 평생직장으로 삼기에 그만
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건 적성에 맞지

시료 폐기 시 시료의 날짜를 일일이 확인해

않아 늘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내기

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해야 했다. 가스실

좋아하는 정 대리는 2017년 연간 우수 직

역시 사용한 봄베와 사용하지 않은 봄베의

원 우수에 이어 2018년 최우수에 선정됐다.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팀 후배가 제안 건수도 훨씬 많고 계
속 일등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이디어 하나
만 내자 했는데 역전이 돼 미안하기도 하고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 잡아

민망하기도 하네요. 저 혼자 다 한 것도 아
니고 팀장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후배들도

“기존에 수분트랩 안에 쓰던 COCL₂ 대신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실리카겔을 써보자는 아이디어를 팀장님이

그녀의 제안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부에 실리카겔을 채워

이었다. 공기발생기를 사용하면 Air 가스

수분트랩을 자체 제작했죠. 실리카겔은 ㎏

라인에 수분이 함유돼 시험기기에 영향을

당 8천 원 정도인 데 약 500g 정도만 사용

미친다. 하지만 드라이어 필터에서의 수분

하면 수분트랩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제거 역할이 미비해, Air의 수분 유무를 알

실리카겔로 대신한 수분트랩의 가장 큰 장

려주는 수분트랩(COCL₂)의 색깔이 바뀌자

점은 개 당 30만 원에서 4천 원 정도로 크

2018년 연간 우수 직원 포상에서

마자 변하는 현상이 생겼다. 수분트랩은 개

게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것은

수도권북부본부 시험팀 정수연 대리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당 약 30만 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이

교체하자마자 색이 변해 가격은 비싸지만

제안 및 채택 건수는 단 두 건이었지만

불가해 자주 바꾸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수분제거 효과가 미비했다. 하지만 실리카

그 중 한 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일등이 됐다.

크다. 원인을 찾고 이를 대신할 대안을 찾아

겔의 경우 공기의 수분을 원천 차단함으로

보자는 것이 시작이었다.

써 시험기기 보호 및 기기 별 필터의 소모품

또한 시료창고 내 시료들이 유종별로는 구

주기도 연장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분돼 있지만 일자 구분이 없어 주 단위로

있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연간 수천만 원 비용을 절감한 그녀

‘

’

한 방 으로 일등 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연간 수천만 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놀라운 그녀의 아이디어와 만났다.
글 박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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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희진

71

COCL₂는 재생이 불가능한
반면 실리카겔은 전기로
고온처리하면 얼마든지 재생해
다시 쓸 수 있으니 최상의
대안이었다.
수분트랩을 일 년에 약 4회
교체한다고 할 때 실리카겔로
대체할 경우 수천만 원
절감 가능한 아이디어다.

실리카겔은 수분이 함유되면 파란색에서 백

있다.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 대리는 4월에 새 가족을 맞는다. 생각

색으로 변하는 데, 이에 걸리는 기간이 약 3

불필요하게 쓰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지 못한 둘째 선물이 생겼다. 그래서 태명도
‘한방’이라고. 정 대리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개월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다 교체주

선의의 경쟁 이끄는
직원 제안 포상

아쉽다.

생해 다시 쓸 수 있으니 최상의 대안이었다.

“직원 제안 제도가 있어 일하면서 계속 창

“정 대리는 수도권남부본부에 신입으로 들

수분트랩을 일 년에 약 4회 교체한다고 할

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안

어왔을 때부터 같이 일했어요. 어떤 일을 맡

때 실리카겔로 대체할 경우, 개 당 연간 120

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겨도 딱 신뢰가 가는 직원입니다. 신입 때부

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10개 본부 전체

제안을 하니 시시때때로 순위가 바뀌는 재

터 맡긴 일에 항상 최상의 결과물을 내는 모

가 쓰고 있는 수분트랩을 생각하면 수천만

미도 있고요. 은근 경쟁심도 생기고 일하는

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직원 만나기 힘든

원 절감 가능한 아이디어다.

데 더 보람도 느껴지네요.”

데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겨 안타깝네요.”

시료창고 및 가스실 일자 구분을 위해 벨크

발전을 위해서 경쟁은 필수이다. 라이벌 없

하지만 그녀는 곧 돌아올 것이다. 육아휴직

로 테이프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붙

는 경기에서는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을 한 달 앞두고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

이고 떼는 것이 용이한 벨크로 테이프를 이

다. 이런 면에서 직원 제안 포상은 긍정적인

각하고 있다는 정 대리. 쉬는 게 적성에 맞

용하면 날짜 구분도 확연히 할 수 있고 구

방향으로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지 않는다는 그녀가 돌아와서 또 어떤 창의

역도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시료 날짜

자칫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할

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기다리는 시간이

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수 있는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다.

지루하지 않다.

기도 길어진 것이다.
더구나 COCL₂는 재생이 불가능한 반면 실

봐왔던 이승우 팀장은 그녀의 육아휴직이

리카겔은 전기로 고온처리하면 얼마든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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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나의 최고의 파트너, 남동생
남동생이 춘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면회를 간 날 찍은 사진입니다. 각 잡고 늠름한 척
하기에 제가 방해를 좀 했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포착하셨네요. 5살
이라는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는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제가 ‘쿵’하면 ‘짝’해주는 저의 최고
의 파트너입니다. 취업 이후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 자주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 기획처 사회가치팀 김민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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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는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담았다.

최고의
파트너
74

가족애로 똘똘 뭉친 대머리 삼총사

20살 대학 1학년 봉사모임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

어느 날 아내가 “우리 애 머리에 비듬이 생기고 날파리가 꼬이네”라고 했습니다.
딸 아이 머리에 생긴 것은 다름 아닌 ‘이’와 이의 알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
려 약을 쓰는 대신 머리를 밀기로 하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이가 옮은 아내도 덩
달아 머리를 밀었습니다. 가족이 다 머리를 밀었기에, 가장인 저도 같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파트너라는 주제를 보자마자 친구들이 떠올라, 과거를 추억하며 20살 우
리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42살이 된 지금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생활로 예전처
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쁠 때나 힘들 때, 또 삶에 지쳤을 때 어김없이 달려
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마흔이 되는 해에 모두 내려놓고 넷이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한 친구가
아픈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 소중한 벗들아~ 올해는 꼭 떠나
보자! 우리가 모은 돈이 많이 불었다!

- 강원본부 시험팀 한봉구 사원

석유시장을 수호하는 환상의 복식조

- 기획처 기획예산팀 이혜진 대리

저희 본부 후배들인 배수민, 홍진후 사원입니다. 둘은 2017년 2월
입사 동기인데 올해 1월 같은 본부 한 팀에 발령을 받아 함께 근무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뭐든 통한답니다. 손발
이 척척 맞고 주유기든 홈로리든 잘 점검하는 만큼 환상적인 파트
너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 대구경북본부를
최고의 본부로 만들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소개합니다.
-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 강희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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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Petro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K-Petro 매거진> 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K-Petro 매거진> 독자엽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총 49명 독자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이정표 삼아
2019년에는 모든 독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K-Petro 매거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Section 1. 한국석유관리원 인지도 조사

Section 2. <K-Petro 매거진>의 만족도 조사

Q1.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었나?

Q2.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업무는?

<K-Petro> 독자들 중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였으
며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없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적발 및 검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석유 및 대체연료 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
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가능)

Q1. <K-Petro 매거진>의 만족도는?

Q2. <K-Petro 매거진>을 처음 알게 된 경위는?

응답자 93%(46명)가 <K-Petro 매거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없었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회사 등 직장’에서라는 답변이 90%였던 반면, 올해 조사
에서는 인터넷 검색이 6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K-Petro 매거진>의 대외
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들어본 적이 있다

보통

6명

가짜석유 적발 등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

조금 알고 있다

24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시험분석

17명

40명

3명
매우 만족

29명
정량 미달 판매,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 유통관리 25명
해외 주요과제 기술교류 및 개발도상국 대상 석유품질관리 기술교육 16명

인터넷 검색

25명

회사 등 직장

잘 알고 있다

19명

Q3. 가짜석유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가짜석유에 대한 인지도는 97%에 달했다. 가짜석유를 사용했을 때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65%에 달했다.

대체로 만족

Q4. 정량 미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응은?
주유시 정량 미달 판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응답이 95%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중 실제 체크하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57%에 달
했다.

33명

8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

21명

우연히
지인 소개

Q3. <K-Petro 매거진>에서 만족스러운 항목은?

4명

4명

Q4. <K-Petro 매거진>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콘텐츠는?

(복수응답 가능)
‘구성 및 콘텐츠’라는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
이 24%로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가능)

‘에너지 관련 정보’ 요청 확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행
및 문화 코너가 24%, 전문가 기고가 20%로 뒤를 이었다.

잘 알고 있다

32명

관심 없다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다

28명

조금 알고 있다

16명

(복수응답 가능)

SNS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접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
다. TV와 신문이 동일하게 22%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신문

라디오

에너지 관련 내용

1명

여행 및 문화

뉴스

Q6. 가짜석유 불법 유통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은?
(복수응답 가능)

TV와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한 가짜석유 불법 유통 근절 캠페인이 효과적
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SNS 홍보가 뒤를 이었다.

Q5. <K-Petro 매거진>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블로그 등 SNS 온라인 홍보
버스 외벽·옥외광고판 등 매체 광고

3명

거리 홍보 캠페인

16명

5명
4명

25명

15명

29명

(복수응답 가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볼륨 및 판형’이 23%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발행주기가 21%, 디자인이 19%, 구성 및 콘텐츠가 17%순이었다.

볼륨 및 판형

디자인

12명
거리홍보

6명

13명

볼륨 및 판형

체험

21명

6명

발행주기

관심은 있지만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중파 홍보

12명

전문가 기고

15명

19명

Q5.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전개한 홍보 캠페인을

TV

디자인

40명
1

기타(오표기)

소셜네트워크(SNS)

구성 및 콘텐츠

기타(무응답) 명

1명

접해본 매체는?

1명

구성 및 콘텐츠

9명

10명

발행주기

11명

12명

기타
(개선사항 없음 등)

9명

8명

4명
만족도 조사 당첨자 : 권국형, 김진하, 서명수, 이미리, 이은지, 임정순, 전영조, 정이랑, 조석, 최병광
※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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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선사하는 이로움에 날개를 달기 위한
K-Petro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황분 시험방법에 대한 핵심 내용부터
멀리는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셰일오일은 물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엔진오일 관리법 등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80

에너지는 지금
미국의 셰일오일과 국제 석유시장 주도권 경쟁

84

K-Petro Lab
석유제품 황분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88

On Energy
석유 수급보고제도 운영성과

92

에너지 R&D
하수슬러지 유래, 액상 바이오연료화 기술 및 연료 특성

100 Go! K-Global
석유관리원!! 파리에서 위상을 드높이다
104 Q&‘K’
내차에 엔진오일 어떻게 관리하지?
106 K-Petro 우체통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에너지는 지금!

미국의 셰일오일과
국제 석유시장 주도권 경쟁

<그림 2> 세계 국가별 셰일오일 매장량
(억 배럴)

758

러시아

581

미국

322

중국

글 경영전략팀 최종원 과장

270

아르헨티나

261

리비아

175

호주

매장량 추정가능지역

서론

매장량 추정불가지역

베네수엘라

134

멕시코

131

우리는 매일같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을 접하고 울고 웃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국제유가는 국가의 무역수지를 좌우할 만큼 파급력
이 크고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민들의 체감물가의 바로미터가 되곤 한다.
국제 석유시장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러시아 등 석유 메이저 국가가 주도해 왔으며 전통적으로 OPEC

전통석유와 셰일오일 차이

수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수압파쇄에 사용되는 물과 프로판 등의

의 영향력이 컸다.

기존의 전통 석유는 원유가 고여 있는 유전을 수직으로 시추해서 압력

조달과 사용된 물의 정화비용 등 작업비용이 생산비용의 약 60%를 차

하지만 최근 어느 잡지에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5명의 키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통적 석유강국인 사우디

을 걸어 빨대로 빨 듯 생산한다. 하지만 셰일오일은 지하 2~4㎞에 퇴

지한다. 결론적으로 셰일오일은 초기 인프라 비용은 저렴한 반면 작업비

아라비아 에너지장관, 러시아 에너지장관,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으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셰일가스·오일

적된 셰일(Shale) 층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방식으로는 쉽게

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생산업체인 파이오니어네추럴리소스 팀 도부 CEO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셰일오일 생산이

채굴이 어려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셰일업계는 지속적인 장비 운용 효율화와 굴삭 등 작업 최적화를 통해

향후 석유시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못했다.

개발비용을 낮춰 저유가에도 셰일오일 개발이 가능해졌고 현재 미국의

본 원고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셰일혁명으로 불릴 만큼 석유에너지 시장에 다크호스로 부상한 미국 중심의 셰일오일 생

하지만, 2005년 이후 수평굴착, 수압파쇄법 등 핵심기술의 개발과 원유

셰일오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00개를 넘어섰다.

산, 보급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 정세와 석유시장 주도권에 있어 셰일오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격 상승으로 경제성이 개선되면서 201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생

향후 셰일오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채굴시 사

산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중국, 유럽,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

용되는 다량의 물과 화학약품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환경문제

행되고 있다.

는 과제로 남아 있다.

셰일오일은 전통 석유에 비해 채굴이 어려워 타이트오일(Tight Oil), 황함

셰일혁명

량이 낮고 경질유분이 많아 라이트 타이트오일(Light Tight Oil)이라고도

미국의 원유생산 동향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가스로 시작된 셰일혁명

불린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이전 2008년은 셰일오일 개발이 본격화되기

은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 시

직전으로 원유가격이 100∼110달러로 매우 높았고 원유 수입의존도가

<그림 1> 전통오일과 셰일오일 채굴 개념도

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

세계 셰일오일 매장량

58%로 매우 높아 이를 낮추는 것이 정책 우선과제 중 하나였다. 이후 오

은 2018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7월에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세계 셰일오일 매장량

바마 정권의 정책적 지원과 셰일업계의 노력으로 2016년 미국의 석유

유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셰일오일이 있었다.

은 총 3,350억 배럴로 전세계가 약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

수입의존도는 24.8%까지 낮아졌다.

로 추정된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750억 배럴로 가장 많고 미국이 580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억 배럴로 2위, 중국이 320억 배럴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통 석유 강국

2008년 500만 배럴/일(이하, b/d)을 기록한 이후 셰일오일 개발을 계기

이 셰일오일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매장량이 확

로 2015년 943만b/d로 상승하였다. 2016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883만

인되지 않고 있다.

b/d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7년 935만b/d로 다시 상승하였다.

셰일오일은 미국을 에너지 자립국으로 이끌고 있으며 중동을 포함한 대
수직시추
채굴

외 외교 정책과 미국 내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➊ 지명조사
초음파로 셰일층 깊이, 두께 측정

전통석유

➋ 수직시추
셰일오일은 지하 2~4㎞
셰일층에 존재
➌ 수평시추
셰일층에서 약 1.5㎞ 수평시추

셰일층
➍ 수압파쇄
모래와 화학물질, 물 혼합, 높은 압력으로
셰일층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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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2018년 8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파이프로
셰일오일
이동

모래가
균열유지

셰일오일 산업동향

최대 산유국이 되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해 생산량은 약 1,088만b/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대표적 세일오일 생산지역인 Permian과 전통

d로 추정된다.

석유의 생산지역인 Anadarko의 미국 해양유전 개발비용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견인하고 있는 셰일오일의 생산량은 2010년부터

를 보면 생산비용은 셰일오일이 37.6달러/배럴, 전통원유가 17.3 달러/

가속화되어 2015년 489만b/d로 이미 미국 원유생산의 셰일오일 비중이

배럴로 전통원유가 수익률이 좋고 저유가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다.

50%를 넘어섰다. 2016년 456만b/d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7년 497

셰일오일은 전통 석유에 비해 생산까지의 인프라 비용이 싸고 자본의 회

만b/d로 상승하였다. 2018년에는 약 640만b/d로 대폭 증가하고 향후
81

<그림 3> 미국의 원유, 셰일오일 생산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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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국별 원유 수출 현황

더 크고, 공급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통 석유는 투자에서 생산량을 증
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유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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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셰일오일 생산지역

든 반면, 셰일오일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어 국제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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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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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제유가를 좌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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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너지 전문기관의 유가예측에 따르면, 유가는
※ 출처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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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국에너지정보국 Today in Energy(2018.12.)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d, 2017년은 약간 증가하여 8.0백만b/d로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

을 기준으로 일정구간에 갇히는 셰일밴드 효과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

미국의 주요 셰일가스·오일 광구로는 Bakken, Eagle Ford, Permian,

추세에 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망도 있다.

Niobrara, Marcellus, Haynesvill, Utica 지역이 있고 그 중 셰일오일은

등 상위 4개국의 점유율이 72.1%(2016년 기준)로 매우 높다.

Bakken, Eagle Ford, Permian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생산되고

반면, 원유 수출은 2015년 0.47백만b/d, 2016년 0.59백만b/d, 2017년

미국 셰일파워 기반의 정책변화

이러한 배경을 석유에너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미국은 셰일오일이라는

있다.

1.16백만b/d로 2015년 수출금지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 변화

든든한 무기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안정과 석유에너지 안정공급이라는 부

국가별로는 북미지역의 캐나다, 아시아의 중국, 한국, 인도, 유럽의 이탈

오랫동안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충당하며 중

담을 털어냈고 더 나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트럼프 대

미국의 원유 수출입 동향

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동지역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통령의 지지층인 미국의 세일오일 업계가 환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 1975년 에너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2018년 상반기까지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무역 분쟁으로 8월부터 중단

왔다. 하지만, 최근 이란에 대해 핵협정 탈퇴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시작

산 원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캐나다에 경질유 수출에 한해 예

되었다.

하였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 개입을 자제하여 왔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셰일오일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였고,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

2018년 3월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

국 내에서도 주둔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리아에 대한 병력을 철수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원
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 말 약 40년 만에 수출금지를 해

셰일오일의 경쟁력

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

제하였다.

최근 해외 대학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OPEC을 중심으로 한 공급적

하며 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원유 수입은 2005년 10.1백만b/d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4년 7.3백만

인 측면보다는 국제 정세 및 경제동향에 따른 수요적 측면이 영향력이

큰 파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최근 미국 원유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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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Today in Energy(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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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을 석유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

미국은 셰일오일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은 셰일오일 생산증대와 석유수출 금지 해제를 통해 원유를 아시아, 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명하며 중동 지역에 대한 강경 정책

럽 등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다. 반면,

노선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무기

중국은 늘어나는 원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인 노

를 갖게 되었다.

력을 하고 있으나 중동 이란의 제재와 베네수엘라의 내부 정세불안 등으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OPEC의 감산 등 공급량 조정 보다는

로 미국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이번 무

국제 정세와 경제상황에 따른 수요변화가 더 영향력이 클 것이

역 분쟁에 있어 일단 석유라는 한 장의 우월한 카드를 갖게 된 것으로

며 단기 조정능력이 뛰어난 셰일오일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

생각된다.

망된다.

gross
gross crude
crud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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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gross crude
crude oil
oil imports
imports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수출여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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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미국, 새로운 판로를 원하고 있는 러시아 등으로 원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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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와의 가격 교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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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2018
2018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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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너지정보청(EIA), Today in Energy(2018.3.,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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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JOGMEC, 미국 셰일오일 공급전망과 현황분석(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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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조선비즈, Premium Report 셰일밴드의 시대(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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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기 시리즈(7)

부여하여 정유사별로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렇듯 석유제품의 황함량은 제품을 생산하

석유제품 황분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황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황함량은 비중과 함께 원유의 단

<원유생산지별 밀도 및 황함량 현황>

글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정성 과장

Cheap

sour 3.5

Mexico - Maya
Saudi Arabia - Arab
Heavy

Suffur content(in)%

3.0

대기오염의 주범 황산화물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사회의 최대 환경이슈로 떠오르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Kuwait - Kuwait

2.5
United States Mars

2.0

Iran - Iran Heavy
1.5
10.

Ecuador - Oriente

0.5
Sweet 0.0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UAE - Dubai
Saudi Arabia - Arab
Light
iran - iran Light
FSU - Urals
Oman - Oman

20
heavy

25

Libya - Es Sider
Nigeria - Bonny
Light
30
35

North Sea - Brent
United States - WTI
United States - LLS
40

45

API gravity (a measure of crude oil density)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물질은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Expensive
Algeria - Sahara
Blend
Malaysia - Tapis
50
light

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황산화물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급성피해로는 시야감축, 생리적 장애,

석유제품 중의 황분은 주로 유기황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산성황화합물(티올(thiols, mercaptane))과 비산성황

압박감, 기도저항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 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쇄정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

화합물(티오펜(thiophene)), 황화물(sulfides, disulfides)로 나눠진다.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황산화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발생 원인이 석유제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SOx를 비롯하

자동차연료 황분 품질규격

여 NOx는 대부분 석유제품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된다. 예전에는 난방이나 취사를 목적으로 조금씩 때는 연료에서 나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량 기준은 세계연료헌장(WWFC)에서 대표적으로 가이드하고 있는데 Catagory 4와 5에서는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연료의 사용이 대규모화됐고 산업시설에서도 잡다한 오염물질들이 햇빛을 받고 광

10㎎/㎏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비나 안개가 결합하여 산성비 혹은 산성안개를 만들어 2차 오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세계 시장별 함함량 기준 현황>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과정>

구분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Category 5

Sulphur content(㎎/㎏)

2,000

300

50

10

10

또한, 세계연료헌장(WWFC)에서는 황함량이 자동차의 성능과 배기가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
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분은 일반적으로 원유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유 정제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황
분은 결국 자동차연료에 그대로 남게 된다. 황분은 일단 엔진시스템의 마모와 부식을 일으켜서 자동차의 Life time에
영향을 준다. 아래 그림은 연료의 황분과 엔진의 Life Time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ffect of Sulphur on Engine Life>
※ 출처 : 에듀넷

Relative 100
Engine Life (%)
80

60
40

국내 석유제품 황분 품질규격
이러한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인 황분을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석유제

20
Sulphur in fuel (%)

.1

.3

.5

.7

.9

1.1

1.3

1.5

품 품질기준은 크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법에서 공
통적으로 자동차용 연료의 황분기준을 10㎎/㎏ 이하로 규정한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자동차용 경유의 황분은 배출가스(PM)와도 연관성이 있다.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생성된 산화된 형태의 황분

특별법」에 따라 2006년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은 배기계통을 통해 결국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물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황함량을 줄일 수 있지만

환경친화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

그 수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출가스에 포함된 황함량을 줄이

등급제 검사는 황함량을 비롯해 방향족화합물, 밀도, 증기압 등 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연료 품질항목에 점수를

기 위해선 그 근원이 되는 연료의 황함량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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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분광법의 측정원리는 다음과 같다. 시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석영관으로 주입하면 높은 온도(1,075±25℃) 산

<황분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항목

내용

산성황화합물

소분위기에서 모든 황분은 완전히 산화되어 이산화황(SO₂)으로 만들어지고 수분이 제거된 전체 시료는 검출기로 이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 시스템 재질부식, 연료 냄새

유해가스
연소가스
재질부식
황 반응성

르러 자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된 이산화황(SO₂)으로 전환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의미는 자외선

SOx, 미세먼지 등 발생
*S→SO₂, SO₃+NH₄(대기중)→[NH₄]₂SO₄(미세먼지)
배출가스계통 부식 유발
*SO₃→H₂SO₄

이나 가시광선과 같은 복사선이 투명한 물질층을 통과하는 경우 특정한 복사선 세기가 선택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복사선을 흡수한 분자는 여기되는데 ‘여기되었다’는 의미는 빛 에너지 일부가 물질의 원자 또는 분자로 이

후처리 장치(삼원촉매(TWC) 및 DeNOx 촉매 피독) 기능 소실로 배출가스 증가

동되어 입자가 바닥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된 이산화황(SO₂)이 다시 안정된
상태의 이산화황(SO₂)으로 되돌아가는 데 방출하는 형광을 광전 증배관으로 검출하고 측정값을 검량선을 통해 황함
량으로 정량하는 분석방법이다.

석유제품의 황분시험분석 방법
그렇다면 석유제품 중의 황함량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석유제품의 황분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
는데 X-Ray형광법과 자외선분광법이 있다. X-Ray형광법은 주로 높은 황함량을 함유하고 있는 선박용연료나 중유
에 사용되며, 자외선 분광법은 주로 자동차연료와 같은 미량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시험방법

적용범위

<자외선분광법 시스템 구성도>
Sample inlet

R-S + O₂ 1000 +℃  SO₂ + combustion products

UV
Lamp

Photodiode

SO₂ + uv  SO₂*  SO₂ + e
Amount of energy produced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sulphur atoms in the sample

<시험원리별 공인시험방법>
구분

<자외선분광법 원리>

X-Ray 형광법

자외선분광법

KS M 8754

KS M ISO 20846

ASTM D4294

ASTM D5453

ISO 8754

ISO 20846

JIS K 2541-4

JIS 2541

17㎎/㎏~4.6%

1.0~8,000㎎/㎏

Fluorescence

SO2
Incident
radiation
Optical filter

Sample outlet
Photomultiplier tube

X-Ray형광법 시험기기로는 HORIBA社, TANAKA社, XOS社 등의 제품이 있고, 자외선분광법 시험기기로는 PAC
社, MITSUBISH社, TE社 등의 제품이 있다.

<X-Ray형광법 시험기기>

X-Ray형광법의 측정원리는 다음과 같다. X-Ray로부터 발생되는 가속된 전자를 시료에 조사하면 각 원소의 안
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는 여기된다. 여기된 전자는 상당히 들뜬 상태가 되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바깥 껍질
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을 채우게 된다. 이 때 각 껍질의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를 특
성 X-Ray 또는 형광 X-Ray라고 한다. 각 원소마다 특성 X-Ray의 고유한 에너지와 파장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값
으로 성분 원소의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 검출한 X-Ray의 양으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 X-Ray 형광분석기는 크
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각 성분 원소들을 에너지 값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 에너지 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EDXRF)와 파장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 파장 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WD-XRF)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ED-XRF는

HORIBA社

TANAKA 社

XOS 社

Na부터 U까지 분석이 가능한 반면, WD-XRF는 경원소인 B부터 U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에너지 파장별 현황>

<X-Ray 형광분석법 원리>
<자외선분광법 시험기기>

The X-Ray Fluorescence Process
Example: Titanium Atom (Ti = 22)
N
M
L

Photoelectron
∆E=E-E
0
e-

K
Nucleus

eE0

1) An electron in the K shell is ejected from the
atom by an external primary excitation x-ray,
creating a vacancy.

lncoming
radiation from
E
x-ray tube or
radioisotope.

<X-Ray 형광분석법 시스템 구성도>
Sample

Φ
α

X-ray tube

θ
Analysing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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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to
te
De

Primary
collector
Secondary
collector

2θ

HORIBA社

TANAKA 社

XOS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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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nergy

석유 수급보고제도
운영성과

<업태별 수급거래상황 보고체계>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 용제

매월

중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그 밖의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중유, 그 밖의 석유제품

매월

주유소 거래

휘발유, 경유, 등유

그외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매주
매월

석유대체연료

석유관리원

매주

용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매월

매월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부생연료유

협회

매주

용제

부생연료유판매소

매월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

일반판매소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 수급보고제도

협회

휘발유, 경유, 등유

주유소

석유공사

매주

휘발유, 경유, 등유

글 수급정보팀 백희연 대리

석유관리원

매월

매월
매월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은 석유수입 세계 5위, 정제능력 6위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석유강국
으로 발돋움하여 국가 경제에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석유시장의 이면에는
가짜석유 등이 유통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석유 수급의 안정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석유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석유
수급현황(입·출하량 보고)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급보고제도 주요연혁>
시행일자

배경

주요내용

1972. 3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수급·거래상황 보고 의무 신설

1976. 2월

오일쇼크(1973)

보고대상 확대

•보고대상 추가 : 석유수출입업자, 주유소
•보고받는 기관 : 상공부 장관(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도지사(주유소)

보고대상 확대

•보고대상 추가 : 일반판매소(월100KL이상)
•보고받는 기관 : 도지사

석유의 입·출하량을 보고하는 수급보고제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당시 석유사업법)이 1972년에 제정되면
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용제(신나)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가짜휘발유인 일명 ‘세녹스파동’이 일어나면서
가짜 제조의 원료물질 관리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용제 수급보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3. 12월

이후 2011년 9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비밀탱크에 보관하다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가짜석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수급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 보고기관, 보고주기, 보고방법을 변경하게 된다.
2014년 7월 주유소 및 주요 유종(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대해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고, 보고수리기
관 또한 협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서면보고, 전자보고 방식에 전산보고방식을 추가하였다.
이는 거래상황의 불일치(판매량과 매입량 상호체크), 비정상적인 판매량(하절기 난방유 대량 판매 등) 등의 이상징후

1985. 4월
1997. 1월

보고절차
개선

보고받는 기관 변경

보고기간
보고대상 확대
2004. 7월

세녹스파동
(2003)

2012. 5월

2014. 7월

❶ 수급보고수리기관 변경 : 주유소협회 등 → 한국석유관리원
❷ 주요 유종 보고주기 단축(휘발유, 등유, 경유) : 월간 → 주간

주유소폭발
사고(2011)

면 지역
일반판매소
주유소와
거래 허용

❸ 전산보고제도 도입 : 서면, 전자 → 전산, 전자, 서면
※ 주유소의 pos시스템에서 관리원 수급보고서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조작 없이 직접 보고

보고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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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월

•보고대상 추가 : 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자
•보고받는 기관 : 공사
•보고받는 기관 : 공사 → 관리원
•보고기간 : 매분기 → 매월 15일

용제 보고 제도 변경

•보고기간 : 매월15일 → 매주 화요일
•용제소비자 보고의무 추가(매월)

휘발유, 경유, 등유 보고제도 변경


석유수출입업자,
•보고대상 : 석유정제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보고기간 : 매주 화요일
•보고방법 : 전산, 전자, 서면(전산 도입)
•보고받는 기관 : 관리원

일반판매소 보고제도 변경

•보고대상 : 주유소와 거래하는 일반판매소
•보고기간 : 매주 화요일
•보고방법 : 전산
•보고받는 기관 : 관리원

중유 보고제도 변경

•보고대상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보고기간 : 매월 15일
•보고방법 : 전산, 전자, 서면
•보고받는 기관 : 관리원

보고받는 기관 변경

•보고대상 : 협회, 부생연료유판매소
•보고받는 기관 : 관리원

보고받는 기관 변경

•보고대상 : 석유대체연료사업자
•보고받는 기관 : 관리원

유수급보고시스템(www.oilreport.or.kr)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유와 부생연료유, 석유대체연료유까지 보고
받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의 석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유 제품을 관리원이 보고받고 있다.

•용제정제업자, 용제판매업자 :
매월 15일 → 매분기(첫달) 15일

용제 보고 제도 변경

2017. 7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수급보고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급보고자료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업소 선별을 위해 석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 협회 → 공사
•용제판매업자 : 용제정제업자
•용제정제업자 : 내무부장관 및 국세청장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공사

1999. 4월

를 조기에 포착하여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급보고제도 주요 변경내용>

세부내용
•보고대상 : 석유정제업자, 일반대리점
•보고기간 : 매월 15일
•보고받는 기관 : 상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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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보고 상황실 전경

수급보고 상황실 운영 및 보고 독려 활동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수급ㆍ거래상황 보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보고

• 보고소요시간 : 전산보고 10.2분, 전자보고 14.6분 서면보고 19.2분
• 보고방법별 적발률(3년) : 전산 26업소(0.03%) ‹ 서면 141업소(0.17%) ‹ 전자 466업소(0.56%)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급보고 상황실은 석유사업자의 보고관련 문의 응대, 서면보고 자료 시스템 입력, 석유사업
보고방법별 보고처리시간

자 정보 관리 등 전담 인력을 갖추고 보고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석유사업자의 미보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
25

비스를 하고 있다.

20
15

전산보고 10.2분

10

<보고독려 안내 서비스>
❶ 보고독려 문자서비스
월요일 1회, 화요일 4회(총 5번), 보고독려를 위해 수급보고시스템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문자 발송
※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서면보고 사업장은
수급보고시스템 ‘관리자기능’ ▶ ‘문자메세지’ ▶ ‘수기보고문자전송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발송일

전자보고 14.6분
서면분보고 19.2분

5
0

“전산보고는
정확하고
보고시간이 짧은
편리한
보고방법입니다.”

전산

전자

서면

※ 주유소 POS 등 운영실태 조사 연구용역 결과(’18.5월)

“전산보고는 정보유출이 없는
안전한 보고방법입니다.”

기간별(주간) 합계만 전송
전산보고는
하므로, 다른 보고방식(전자, 서면)과
보고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주유소사업자가
① POS로 판매물량
등을 집계 후, ② 전송 버튼을 직접 조
작하여야만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자
동으로 데이터(보고내용)가 전송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
보고자료는
업법」 제38조의3(비밀유지)에 따라 엄
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보고의 효과를 금액 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산보고 주유소 확대에 따른 세액탈루 차단효과는 약23억 원(8백
만 원/주유소 1업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산보고는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사
전 차단하는 예방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내용

월요일(1회)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 보고기간은 매주 월, 화입니다.

전산보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의 확대를 위해 주유소에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요일(4회)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 보고기간은 매주 월, 화입니다.
(화요일 안내센터 밤9시까지 운영)
[한국석유관리원] 주간보고 화요일 자정까지 마감바랍니다.

현재 전산보고 주유소는 전체의 약 1/4 수준으로 더욱더 많은 주유소의 참여가 요구된다. 정부는 전산보고 지원사업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전산보고 주유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❷ 보고독려 전화서비스
안내센터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용제판매업자, 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자, 일반판매소, 전산보고
주유소 중 화요일 4:30까지 보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보고독려 전화(밤 9시까지)

• 전산보고 지원사업 : 사업자의 보고 편의성·정확성 향상 및 전산보고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18년 300업소 지원)

앞으로 전산보고는 주유소 간 경쟁 요소를 가격에서 정품·정량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될

보고 편리성 및 투명성이 높은 전산보고

것이며, 전산보고 주유소에 대한 클린 이미지는 소비자가 믿고 직접 찾아가는 주유소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

현재 수급보고방법은 세가지로 나뉜다. 주유소의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로 집계된 판매물량을 석유관리원의 수급

다. 정부를 비롯한 석유사업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석유유통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전산보고에 참여

보고시스템으로 직접 보고하는 전산보고, 인터넷을 통해 수급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전자보고와 수기로

하기를 바란다.

작성한 보고 자료를 팩스로 발송하는 서면보고 방법 등 총 세 가지이다. 이들 중 전산보고 방식은 주유소에 설치된 전
산장치를 통해 보고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고의 신뢰성이 가장 높다.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자격

POS, ERP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전산보고를 위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주유소 및
面지역 소재 일반판매소

접수방법

• 인터넷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www.oilreport.or.kr)
• 이메일 : udata@kpetro.or.kr
• F A X : 070-4850-8255
• 우 편 : (우)
 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신청(제출)
서류

수급보고사이트(www.oilrepor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➊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➋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주유소, 일반판매소 의무사항 이행각서

참여혜택

•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 무상설치
• 설치 후 1년간 중계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지원

유의사항

•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후 2년간 전산보고 방식유지
•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승계자에게 전산보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 제출서류의 오기 또는 허위기재 시 참여신청 대상에서 제외

<보고방법>
전산보고

POS

E-mail 또는 수급보고시스템(www.oilreport.or.kr)에 접속하여 보고하는 방법

전자보고

서면보고

주유소의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로 집계된 판매물량을 중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www.oilreport.or.kr)으로 보고하는 방법

FAX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법

지난 3년간의 전산보고 성과분석 결과(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1918년 5월)에 따르면 전산보고는 보고소요시간
이 약 10분으로 타 보고방식에 비하여 가장 짧고 가짜석유를 판매할 확률 또한 가장 낮았다. 이는 전산보고가 수급보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1577-7055)

고 시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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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

하수슬러지 유래, 액상 바이오연료화
기술 및 연료 특성

Fig. 1. Sewage sludge treatment process.
<Energy>
Power plant
Sewage sludge

Thickening

Digestion

Methane gas

Fuel for electricity City gas
Boiler steam

글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처 연구개발팀 박조용·김재곤 선임연구원, 임현수 한전 전력연구원
<Recycle>
Combustion
Dewatering

Carbonization

Carbonized solid fuel

Drying

SRF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고

Compost

경제적인 원료로 여겨지고 있다. 열화학적 기술은 하수슬러지를 에너지화, 연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는 수분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은 금속 함량과 14~20MJ/㎏

현재, 하수슬러지의 연료화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Fig. 1에서 슬러지 감량과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혐기

의 발열량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열분해 반응,

성 소화 기술 및 고형연료화 기술이 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공정은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초임계 반응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하수슬러지 유래 액상 바이오연료의 연료적

에 생리적 작용이 복잡하고 소화시간이 길어 운전효율이 낮다. 고형연료화를 통한 연료화는 슬러지 자체의 수분 함량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을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건조설비가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수슬러지를 에너지 또는 연료화할 수 있는 열화학적 처리 방법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 서 론

여겨지고 있다. 열화학적 공정은 연료의 부피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에너지를 포함하는 연료로 전환할 수 있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의 환경오염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바이오

다. 일반적으로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열화학적 방법으로는 크게 열분해, 에스테르전

매스로부터 얻어지는 지속가능한 연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환, 초임계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열분해 반응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400~600℃의 온도로 열을 가하여 액상의

여 생산된 연료들은 이산화탄소 저감, 환경친화적 특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상용화된 공정이 많지 않다. 이는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원료가 쓰일 수 있다. 에스테르전환 반응은 하수 슬러지의 지질을 촉매 존재 하에

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원료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이오매스로 폐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

서 메탄올과 반응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초임계 반응은 하수슬러지를 용매의 초임계 조건하에서 반

구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시설의 증가와 배출수의 품질 향상 등으로 꾸준

응시켜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 런던협약 발효에 의해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

본 논문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하수슬러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열분해, 에

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테르전환, 초임계 공정을 통한 액상 바이오연료화 기술과 연료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관련법인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 공정별, 단계별로 다른 성상의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1차 슬러지, 잉여슬러

석유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액상 바이오연료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지, 반송슬러지, 소화슬러지 및 탈수슬러지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2015년 말 기준으
로 10,526톤/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Table 1).

2. 국내 하수슬러지 특성

하수슬러지는 처리방법별로 재활용(연료화, 비료화, 기타)이 약 5,997.2톤/일(57.0%)로 가장 많고(Table 2), 그 밖에

하수슬러지는 고형물들이 정화되지 않은 물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분은 고형물에 비해 많으

주로 건조 902.7톤/일(8.6%) 및 소각 1,971.4톤/일(18.7%), 매립 1,444.2톤/일(13.7%) 등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으

며 하수슬러지에 있는 고형물들은 유기물(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유지 등)과 무기물(금속들), 미생물들이 복잡하게

로 하수슬러지는 매립하거나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왔으나 매립 공간의 부족과 환경, 건강에 대

혼합되어 있다. 건조 슬러지는 하수슬러지를 탈수한 상태로 수분이 80%정도 포함된 슬러지이며 유기물 성분들을

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기존의 처리 방법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어 높은 발열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형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수슬러지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에 포함된 휘발분 함량은 20%에서 70%로 슬러지 채취 지역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수슬

Table 1. Estimated generation amount of sewage sludge in Korea(Ministry of environment, 2015)
Year
Amount(Ton/day)

2010
8,439

2011
8,481

2012
8,748

2013
9,671

2014
9,663

2015
10,526

Treatment(m3/year)
Total

10,526.7

5,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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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2,171.9

Recycle
Fertilizer
1,164.5

Others
2,660.8

라 달라질 수 있다. 1)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폐수 및 오염물질 2)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하수처리 시스템 3)정화
되는 요구치 4)처리 공정 단계 5)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Rulkens는 하수슬러지의 구성성분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6가지 종류로 1)비독성 유기탄소 성분(약 60%, 건조기

Table 2. Domestic treatment of sewage sludge(Ministry of environment, 2015)
Total
(ton/year)

러지의 구성성분과 특성은 석탄이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특성은 다음에 따

Incineration

Drying

Landfill

Others

Carry-over
(ton/year)

1,971.4

902.7

1,444.2

211.3

4,402.2

준) 2)질소, 인 성분이 포함된 성분 3)독성 무기물(Zn, Pb, Cu, Cr, Ni, Cd, Hg, As 등), 유기 오염물질(polychlorinated
biphenyl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rn, dioxins, pesticides, linear alkylsulfonates, nonyl-phenols 등) 4)병원체,
미생물 오염물질, 5) 무기물 성분(Si, Al, Ca, Mg 산화물) 6)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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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소화 슬러지(Digested sludge, DS)로 분류하여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

Table 3. Proximate and ultimate compositions of sewage sludge
Proximate analysis(d.b., %)

Foreign

Avg.

Domestic

Avg.

Ultimate analysis(d.b., %)

Ref.

VM

FC

Ash

C

H

N

S

O

43.05

6.32

50.64

49.94

8.37

9.08

1.33

31.28

14

51.99

10.01

37.99

32.14

4.43

5.68

1.41

56.34

14

60.05

11.21

28.74

50.72

7.70

8.69

1.59

31.30

17

져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공정을 거치면서 물의 함량은 감소하지만 회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탄소함량이 많은 1차 슬러지의 발열량이 가장 높았으며 처리공정을 거치면서 탄소함량이 감소하고 발열량

50.16

5.71

44.13

57.42

7.51

8.09

1.73

25.24

18

44.30

21.80

33.91

69.29

4.52

2.25

1.68

22.25

19

51.80

5.10

43.10

51.00

7.30

7.90

2.05

31.80

5

50.22

10.02

39.75

51.75

6.64

6.95

1.63

33.03

71.52

20.86

7.62

53.12

7.79

9.67

0.48

28.94

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수처리장 시설의 시스템, 정화 요구
치, 계절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Table 5. Metal contents of sewage sludge in Korea
Na
Amounts(㎎/㎏)

K

Si

Pb

Cu

Cr

Fe

Zn

Ca

Ni

P

V

Al

165.8 135.8 4303 55.4

8.2

0.4

200

70.4

744

118

1270

0.5

142

20

77.12

1.49

21.39

55.31

6.61

6.05

0.19

31.84

21

국내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에 포함된 금속분 함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Baek 등은 국내 하수슬러지의

38.25

5.58

56.17

42.50

8.41

6.14

2.27

40.68

22

금속분을 분석하였고 Cu 203 ㎎/㎏, Zn 732 ㎎/㎏으로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Cd, Hg, As 등의 중금

53.64

8.18

38.18

43.87

8.06

6.94

1.94

39.19

22

50.66

7.42

41.92

46.03

7.76

6.72

2.41

37.07

22

48.82

13.26

37.92

45.65

7.69

7.19

0.70

38.77

23

62.1

6.0

31.9

44.54

8.26

6.49

1.77

38.94

24

정하였으며 Si, P, Ca 등은 수백 ㎎/㎏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속분 함량은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에 악

70.49

11.34

18.17

50.85

7.45

9.03

0.42

32.25

25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수슬러지를 액상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

59.07

9.27

31.66

47.73

7.75

7.28

1.27

35.96

속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Son 등의 연구에서도 Cu 329 ㎎/㎏, Zn 690㎎/㎏, Mn 213 ㎎/㎏으로 많은 양이 포함
되었고 As, Pb, Cd, Hg 등은 10 ㎎/㎏으로 낮았다. Table 5는 국내의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금속분 함량을 측

는 열분해, 에스테르화, 초임계 반응 등은 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속분들이 수용액상에 포함되어
지거나 촤(char)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속분은 액상 바이오연료에 수 ㎎/㎏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적

하수슬러지의 성분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연료로서 열화학적 전환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 Table 3은

으로 Al, Ca, Fe, Mg, Na, P, Si, Ti 등은 바이오매스에 비해 낮지만 석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하수슬러지의

하수슬러지의 휘발분, 고정탄소, 회분, CHNOS를 분석하여 하수슬러지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Cl 및 중금속 Cd, Co, Cr, Cu, Mn, Ni, Pb, Zn은 바이오매스와 석탄에 비해 높다. 하수슬러지의 금속분은 산업폐

하수슬러지 유래 액상 바이오연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자인 탄소 함량의 국내 평균은 조사된 자료를 바

수, 하수처리시설의 부식, 음식,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하수에 있는 50-80%의 중금속은 하수슬

탕으로 47.73%를 나타났다. 국외는 조사된 자료만 51.75%로 나타났으나 하수처리 방법, 환경적 영향 등으로

러지에 남게 된다. 중금속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슬러지의 종류, 하수처리장치 기술 등과

인해 32~70%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의 회분 함량은 높고 고정탄소, 휘발분 함량은 바이오매스에 비해 낮다. 하수슬러지의
질소와 수소 함량은 바이오매스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하수슬러지에 포함된 질소 함량의 주요 원인은 단백

3. 하수슬러지 유래 액상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

질과 펩타이드(peptide)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질소는 지방산과 당(sugar)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 슬러지에

현재의 하수슬러지 관리에서 에너지 회수는 에너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

포함된 황과 산소 함량은 바이오매스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고 탄소함량은 유사하다. 바이오매스 유래 액상 바

조 하수슬러지는 다른 저급의 연료와 유사한 에너지 함량을 갖고 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혐기소

이오연료의 산소 함량은 기존 석유제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만약,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는 공정에서 산소를

화 방법은 하수슬러지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혐기소화는 유기물질이 바이오가스인 메탄과 이

제거할 수 있다면 액상 바이오연료의 연료 특성은 향상될 수 있다.

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열량이 약 21.5MJ/㎏를 갖고 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열이
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30~60%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10~30일의 반응시간이 걸리는 단
점을 갖고 있다.

Table 4.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wage sludge
Moisture content(%)
Carbon
Hydrogen
Ultimate analysis
(d.b., %)
Oxygen
Nitrogen
Fixed carbon
Proximate analysis
Volatile matter
(d.b., %)
Ash
Calorific value(MJ/㎏, d.b.)
a)

PS
98
42.42
6.85
23.1
6.22
10.88
67.68
21.42
19.4

WAS
98
36.48
5.88
25.16
7.2
11.39
63.31
25.28
16.8

DS
97
31.99
5.18
23.32
4.88
12.95
52.41
34.63
14.4

on dry basis

Table 4는 국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1차 슬러지(Primary sludge, PS), 2차 슬러지(Waste activated sludge,
94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가스화는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스로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열화학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이
다. 이 공정은 800~90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연소 조건보다 낮은 산소 조건에서 이루어진
다. 생산된 가스의 열량은 원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바이오매스의 공기에 의한 가스화는 약 4~7MJ/㎏ 정도의 열
량을 나타내는 반면에 산소에 의한 가스화는 12~28MJ/㎏로 높은 열량을 나타낸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스화를
통해 생산된 가스는 보일러, 엔진, 가스터빈 등의 연소를 통해 전기로 전환된다. 또한, Fig. 2와 같이 FT 연료(FisherTropsch) 합성, 메탄올이나 DME등의 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의 열화학적 처리 방법은 에너지 생산 또는 회수 보다는 하수를 관리하는 목적에 치우쳐 있다. 열화학적 전환은
열을 가하거나 산화시킴으로서 슬러지의 유기성분을 분해하고 에너지나 연료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열화학적 전환
을 통해 액상 바이오연료를 얻는 방법으로는 주로 열분해, 에스테르화, 초임계 반응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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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 등은 하수슬러지의 열분해가 3단계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Ⅰ) 생물학적인 유기물과 사체로부터 200~300℃

Fig. 2. Potential applications of thermochemical conversion of sewage sludge.

에서 첫 번째로 일부 분해가 일어나고 Ⅱ) 슬러지에 존재하는 유기성 고분자들은 300~450℃에서 대부분 분해가 일
어나며, Ⅲ) 마지막으로 셀룰로스와 같이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이 450℃ 이상에서 분해가 이루어진다.

Sewage sludge

Alvarez 등에 의하면 100~200℃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첫 번째 열분해가 255℃에서 탄수화물 열분해가 일어나며
Pre-processing(e.g. drying)

두 번째는 300℃에서 지질이 분해되고 360~525℃에서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하수슬러지 분해에 대
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실험 조건 및 하수슬러지의 상태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는 물, 탄화수소, 유기산화물(phenol, alcohol, sugar, acid), 질소화합물(amines, pyridine,

Gasification

Pyrolysis

Combustion

pyrazine)로 구성되어 있다. 하수슬러지로부터 생산된 액상 바이오연료의 발열량은 33MJ/㎏ 정도이다. 하수슬러지
에서 생산되는 촤는 높은 회분 함량을 보이기 때문에 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흡착제로 사
용이 더 바람직하다.

Bio-oil

Flue gas

Char

Syngas

Char

Tar

Ash

Flue gas

Heat

Table 6는 하수슬러지 유래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의 생산수율을 나타내었다. 하수슬러지 유래 열분해 액상 바이
오연료의 생산수율은 25~52% 정도로 일반적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에 비해 낮다. Fonts
등은 온도, 반응시간, 압력, 슬러지의 구성성분, 슬러지 입자 크기, 고형분 함량, 촉매 등을 하수슬러지 열분해공정에

Synthesis/conversion/upgrading

Reforming

Turbine

Engine

Fuel cell

Boiler

서 수율과 연료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았다. 이중에서 온도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가장 높은 수율을 나
타내는 온도는 450~550℃로 알려져 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화학구조를 깨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없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2차 열분해가 진행되기 충분하기 때문에 비응축 가스로 전환되어 가스성분은 증가하고 액상

Chemicals

Transport fuel

바이오연료는 감소하게 된다.

Electricity

Table 6. Product yields from the pyrolysis of sewage sludge

3.1. 열분해 반응에 의한 액상 바이오연료화

Temp.(.℃)

Conical spouted bed reactor

450~600

44.8~48.5 43.2~52.2

Rotating cylinder reactor

450~600

20.4~24.5 52.7~61.9

Sand bed reactor

500

26.7~43.1

35.6~56

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300~700℃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방법으로 생성물에는 액상 바이오연료, 바이오
촤, 비응축 가스가 생성이 된다. 열분해는 열전달 속도, 체류시간 등에 따라 3가지 성분으로 달리 전환된다. 저속 열
분해는 열전달 속도가 느리고 긴 체류시간에 의해 촤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며 급속 열분해는 빠른 열전달 속도와

Sewage
sludge

체류시간이 짧아 액상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한다. 급속 열분해의 반응시간은 10초 이하이다. 급속 열분해로 얻어
지는 액상 바이오연료는 50~70%이다. 생성된 액상 바이오연료를 열과 전기로 생산하기 위해 연소 엔진과 터빈에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딩 공정을 거쳐 연료화해야 한다. Fig. 3에서는 액상 바이오연료는 합성가스(syngas) 또는 화학

Biomass

Yield on feed basis(wt%)

Reactor

Liquid

Char

Gas

Ref.

3~11.4

45

16~23.3

46

17.3~28.9

47

Fluidized bed reactor

450~650

23.4~40.7

46.1~63

7.35~27.9

48

Fluidized bed reactor

400

59

33

6.5

49

Fixed bed reactor

500

61.0

19.0

13.0

50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었다.
2차 열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휘발분을 열적인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고 급속냉각을 빨리해야 한다. Shen,
Park 등은 열분해의 일정한 온도에서 2차 열분해가 짧아야 오일의 수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 등은 슬러지

Fig. 3. Fast pyrolysis of sewage sludge.
Natural gas
Hydrogen
Combustion
exhaust
Sewage
sludge

Pre-treatment

Fast pyrolysis

Gas
Bio-oil
Bio char

Steam
reforming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액상 바이오연료의 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입자 크기는 입자물질과 열교환 비율에 의한
Combustion
exhaust

Off gas
Hydrotreating

Hydrocracking
& Separation

Gasoline
Diesel

Wastewater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입자는 빠르게 반응기에 주입되고 빨리 가열된다. 반면 큰 입자들은 반응기로
의 주입이 일정하지 못하고 완전히 급속 열분해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수슬러지에 존재하는 무기물 함량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높은 농도의 무기물은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의 수율
에 영향을 준다. 특히, 금속산화물(CaO, Fe₂O₃, ZnO)은 유기물의 분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징은
열분해하기 전에 산처리를 통해 무기물을 제거함으로서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의 고형불순물 함량을 감소시킴으
로서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가 증가한다고 Liu 등이 확인하였다. 또한, Chen 등은 Fe, Na, K, Mg Ca 등이 많으면

하수슬러지의 주요 유기물질은 단백질(24~42%), 탄수화물(7~18%), 지질(1~14%)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

2차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종들은 저분자의 탄화수소로 전환시키는 우수한 촉매로 작용하기 때

물의 주요 작용기는 카르복실산(carboxylic acid), 카르보닐(carbonyl), 아민(amine), 메틸(methyl), 아로마틱(aromatics)

문이다. 열분해과정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은 촤에 포함되어 2차 열분해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 Piskorz 등은

으로 이루어져 있다. 급속 열분해 반응에 의해 하수슬러지의 유기물들은 200℃ 부근에서 휘발성 물질을 형성하고

촤를 유동층 반응기에서 모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액상 바이오연료의 수율을 최적화하기 위

비휘발성 고형물은 촤 형태로 남게 된다.

해서는 촤를 빠르게 제거해 줘야한다.

96

97

대부분의 열분해에 사용되는 하수슬러지는 건조 슬러지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건조 하수슬러지는 물리적인 탈

Table 8. Requirements for pyrolysis liquid biofuels

수 공정을 거쳐 수분이 73~84% 정도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분이 많이 포함된 하수슬러지를 직접 열분해
하면 반응기 내의 증기가 많아져 액상 바이오연료에는 수분함량이 높아지게 된다. 반응기의 수증기 압력이 증가하

ASTM D 7544
Grade G Grade D

Test method

Grade 1 Grade 2

Test method

Gross heat of combustion,MJ/㎏

≧15

ASTM D240

≧14

DIN 51900-3

Water content, wt.%

≦30

ASTM E203

≦30

ASTM E203

게 되면 액상 바이오연료의 일부가 수증기개질(steam reforming) 반응이 일어나고 일부는 가스화(gasification)가 일어
나게 되어 비응축 가스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분이 포함된 슬러지를 열분해를 통해 액상 바이오연료를 얻
기에는 부적합하다.

Solid content, wt.%

Table 7.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wage sludge pyrolysis liquid biofuel

S.S. 1

S.S. 2

S.S. 3

Biomass

Moisture content

12.4~16.3

23

23.0~69.7

13~30

pH

5.09~6.81

8.5

7.9~8.5

2.5

Density(㎏/㎥)

1050~1090

1050

901~1100

1200

Elemental composition(wt%)
C

42.1

45

≦2.5

≦0.25

ASTM D7579

≦2.5

≦0.5

ASTM D7579

Kinematic viscosity(40℃), ㎟/s

≦125

ASTM D445

≦125

≦50

EN ISO 3104

Density(20℃), ㎏ /d㎥

110~1300

ASTM D4052

≦1300(15 oC)

EN ISO 12185

Sulfur content, wt.%, d.b.

≦0.05

ASTM D4294

≦0.1

≦0.05

EN ISO 20846

ASTM D482

≦0.25

≦0.05

EN ISO 6245

2

Pyrolysis oil

EN16900

Property

Ash content, wt.%, d.b.

≦0.25

≦0.15

pH.

report

ASTM E70

≦2.0

ASTM E70

Flash point,℃

≧45

ASTM D93

-

D93

Pour point,℃

≦-9

ASTM D97

≦-9

ISO 3016

report

ASTM D5291

42.3~45

54~58

Nitrogen content, wt.%, d.b.

-

-

Na, K, Ca, Mg, wt.%, d.b.

-

-

≦0.02

H

10.1

8.8

8.6~9

5.5~7

N

7.2

6.6

5.8~7.6

0~0.2

O

40.0

39

38.2~41

35~40

S

0.6

0.7

0.4~0.7

-

하수슬러지 기반 액상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에스테르전환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방법이

Ash

-

-

0.03~0.8

0~0.2

HHV(MJ/㎏)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인 경유에 의무혼합되어 사용된다.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16.91~17.85

18.8

9.74~32.1

16~19

2.5~3.1 at 20℃

28 at 40℃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하수슬러지에 포함된 지질을 추출해야한다. 지질을 추출하는 과정은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

Viscosity(cSt)

2.5~137.7

40~100

Solid (wt%)

0.84~0.94

-

0.071~0.124

0.2~1

-

EN 16476

3.2. 에스테르전환 반응에 의한 액상 바이오연료화

로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질에 용해성이 높고 저비용의 용매
를 찾아야한다. Boocock 등은 다양한 용매를 사용하여 지질을 추출하였다. Dufreche 등은 원심분리 혹은 압력 여과
를 통해 지질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Pokoo-Aikins 등은 최대 25.5%까지 지질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전처리

Table 7에서 열분해 액상 바이오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수슬러지 유래 열분해오일은 바이오매스

는 지질 추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 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로부터 생산된 열분해오일에 비해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은 하수슬러지가 포함하고 있는 물과 탈수 반

하수슬러지에 포함된 지질은 용매 추출법에 의해 분리되고 촉매 존재 하에서 메탄올과 에스테르교환 반응을 통해

응에서 생성되거나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것들이다. 그로인해 하수슬러지의 탄소 함량은

바이오디젤로 전횐된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로부터 산촉매 하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하수슬러

낮고 수소 함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층분리가 일어나 연료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지의 고형분을 원심분리를 통해 제거하고 용매를 이용하여 지질 추출을 하게 된다. 추출된 지질은 산촉매 하에서 메

이러한 상분리는 펌핑(pumping) 문제, 막힘, 불안정 연소를 일으킨다. Lehto 등은 열분해오일에 포함된 많은 양의 수

탄올과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FAME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에 핵산과 염화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분으로 낮은 에너지밀도를 갖게됨으로 인해 국부적인 연소가 일어나고 점화가 어려워지고 점화지연시간이 증가하

FAME만을 추출하고 탄산나트륨 용액으로 중화 및 상분리를 통해 물을 제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FAME와 핵산이

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Table 8에서 미국의 ASTM D7544에서 수분의 함량을 30%이하로 제한

존재하게 되고 이를 증류를 통해 분리하게 되면 바이오디젤인 FAME만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있다.
열분해오일에 포함된 금속분은 하수슬러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은 촤에 포함되어 반응기 외부로 방출된다. 그

※ 논문의 뒷부분은 <K-Petro> 129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러나 AS, Cd, Hg와 같은 끓는점이 낮은 금속들은 열분해 반응온도 조건에서 외부로 방출된다. Kistler 등의 연구에서
Hg는 350℃에서 완전히 증발되고 Cd는 625℃에서 휘발되기 시작한다.
하수슬러지 열분해오일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열분해오일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Table 6에는 하수슬
러지와 바이오매스 열분해 오일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pH는 하수슬러지 유래 열분해오일은 5.1~8.5로 중성에 가까
워 바이오매스 기반 열분해오일의 2.5와 차이를 보였다. 하수슬러지 유래 열분해오일의 질소 함량은 다른 바이오매
스 열분해오일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며 Table 3의 하수슬러지 원료의 질소 성분에서 기인한다. Table 8에서
미국과 유럽의 열분해오일의 품질기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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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파리에서 위상을 드높이다
글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종합시험팀 강현호 선임연구원

석유제품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을 위한 자동차의 연료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사용하는 보일러의 연료가 된다. 소비
자가 많은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구매와 판매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와 달라 소비자가 품질

수업과정

수업실습

과 양을 쉽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계속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한 석유에너지 품질·유통검사 기
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프랑스 IPF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수업은 석유제품 저장시설이다. 석유 저장시설의 구성요소는 탱크바닥, 탱크판, 보강링, 지붕

Training에서의 석유정제 등 석유관련 전반적인 교육이다. 필자는 짧고도 긴 4주 동안의 교육내용과 여

등이 있으며 대체로 바닥은 둥근바닥을 이용한다. 석유제품은 위험물이며 화재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환

행 등 프랑스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경오염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안전적인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 중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간혹 저장시설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옥외탱크 위를 지나다닐 경우 지붕의 중간보다는 가장자리를 이용

IPF란?

하여 이동하여야만 저장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IPF는 French Institute of Petroleum의 약자로 Training과 School로 구분되어 있다. 파리 외곽지역(Rueil-Malmaison)에

실제로 필자가 프랑스를 떠나기 전 대한송유관공사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풍등이었지만 관리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1세의 최초 황비인 조세핀이 생전에 살았던 성의 부지 내에 설립되

자의 안전점검 소홀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현재 관리원은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들의 전반적인 품질 및

어 있다.

유통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권한 밖의 업무를 관리원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IPF Training은 1975년 설립 이래로 Oil&Gas 산업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산업 현장 전문 인력 38만 명을 양성하였

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한다.

으며, 매년 약 80여 개국 1만 5,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약 550개의 전문 교육과정

또 하나의 인상깊었던 수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제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많은 장점과

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100명의 전임 강사와 600명의 전문가 Pool을 운영 중이다. 또한 프랑스의 최대 정유사인 토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탈과 함께 유류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석유제품 품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현재까지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바이오연료,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유류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자문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이 있다. 바이오연료에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이 있다.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
물성 지방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된다. 바이오에탄올은 1세대인 곡물류, 2세대인 목질류 및 3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세대인 해조류를 원료로 생산되고 있으나 1~2세대는 식량 및 경작지 훼손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다만

필자가 수강한 교육은 크게 석유보관, 원유선택으로 인한 정제마진 등 전체적인 정제과정, 석유대체에너지 및 신재

3세대 해조류는 기존의 물질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용단계가 아닌 연구단계다. 국내는 경유에만 바이

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과정 중 관리원 맞춤교육과 공통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통과정에서 함께 교육

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국내와 유사하게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은 10%혼합하

을 들었던 수강생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 한국을 포함한 영국, 독일, 스페인, 키프로스, 쿠웨이트, 예멘 등이었고

여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별 석유관련 공공기관 및 정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각 지역에서 석유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만

관리원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석유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

남이라 나라별 석유관련 시스템 등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또한 해외의 수업방식은 우리의

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내·외 정책에 준수하여 국내 유일 석유제품 검사, 분석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수업방식인 강사의 일방적인 One-Way 강의보단 강사와 교육생 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궁금증 해소 방식으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해온 교육방식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렇듯 질문을 통한 소통 방식의 강의는 교육생들이 공부를

프랑스 생활의 시작

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라 특히 좋았다.

설렘으로 시작한 첫 출발은 아직도 필자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비행기표를 구하고 숙소를 정하는 데 힘든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각 나라별 유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던 시간이

점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 4주간의 프랑스 생활이 시작되었다.

있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유럽 각 지역에서의 자동차용 유류에 대한 세금의 경우, 제품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교육을 마치고 평일 저녁과 휴일은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프랑스에서 가고 싶었던 지역 및 인근 유럽지역 여

60%가 부과되어 있으나 쿠웨이트 등 원유를 생산하는 중동국가에서는 세금 자체가 없다는 것이 부러웠다.

행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신선했던 프랑스의 건물들이 시간이 가면서 일상이 되어갔으나 한국에 돌아와서도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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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첫 출발 사진

에펠탑, 몽마르트언덕 성당(사크레 쾨르), 노트르담 성당

기억 속에 남은 장소를 공유하고자 한다.

부산을 하루 만에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필자는 기차를 이용하여 다녀왔지만 혼자

첫 번째 여행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다. 파리를 방문했던 독자분도 있을 것이고 향후 계획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럽

가 아니라면 차량을 렌트하여 주간에는 수도원 내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야간에는 야경과 함께 몽생미셸 에서

의 중심이라고 하는 파리를 한 번쯤은 가보는 걸 추천한다.

숙박하여 수도원의 기를 받아본 뒤 다음날 인근 유명한 명소인 옹프뢰르와 에트르타를 다녀오는 1박2일 여정을

최초의 파리는 노트르담 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시테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점차 파리가 확장하게 되면서 지금의

추천한다.

파리가 되었다. 파리에서 대표적으로 가볼만한 곳은 루브르박물관. 이곳에서는 모나리자 등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오르세미술관 4층 시계탑 앞에서 인생사진을 찍으며, 개선문의 웅장함과 에펠탑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접하고, 상제

맺음말

리제거리에서의 쇼핑 후 몽마르트언덕 계단에 앉아 파리 시내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곁들인 뒤, 베르사유에서의 여

교육내용, 여행지 그리고 음식과 문화에 대해 긴 글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유로운 산책까지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방문할 곳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머릿속의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필력이 부족하기에 이 점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또한 직장을 다니

프랑스 파리의 야경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힌다. 흔히들 야경은 가장

면서 이런 긴 교육 프로그램을 다녀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한 번쯤은 독자들에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높은 곳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에펠탑에서 야경을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파리는 대부분 낮은 건물

좋겠다.

로 지어져 있어 에펠탑에 올라서면 어두운 파리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볼 수 없는 것

끝으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

도 문제다. 필자는 개선문에서 8개 방향으로 갈라진 도로와 에펠탑까지 함께 볼 수 있어 더 좋은 야경을 볼 수 있다

고 있다. 하지만 3일이라는 시간으로 소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

고 생각한다.

램을 개발하여 IFP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두 번째는 몽생미셸이었다. 프랑스어로 몽(mont)은 언덕·산, 생(saint)은 성스러운 사람, 미셸(michel)은 미카엘(대천

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와 미래에너지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이 계속되길 바란다.

사)의 뜻으로 풀어 직역하면 성스러운 미카엘대천사를 그리기 위한 언덕이다.
파리에서 400k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베르 주교에게 꿈속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수도원을 건설하기
를 요청하여 709년 건립하기 시작한 몽생미셸은 고대 수도원이었다. 섬에 건설된 이 지역은 만조 등 지형적 위치로

몽생미셸 주간 전경, 몽생미셸 야간 전경

인해 영국과의 백년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프랑스가 한 차례도 점령당하지 않은 군사적 요충지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1874년 다시 수도원으로 복원되어 이후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한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몽생미셸에 갈수 없게 되자 프랑스 정부에서 댐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막고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는
곧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정부는 댐을 파괴하고 바닷물을 다시 흘려보냈다. 이후 그 위로 다리를 건설하게 됨으
로써 지금의 몽생미셸이 완성되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해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거리와 좋은 풍경을 선
물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행사를 이용하면 파리에서 하루 만에 몽생미셸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자는 여행사를 이용하였
다. 가이드의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인이어서 가능하다”는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생각해보면 국내에서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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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

내차에 엔진오일 어떻게
관리하지?

제가 없는 엔진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넓은 온

엔진오일 상태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도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다급점도(multiviscosity grade) 제품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글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종합시험팀 임영관 책임연구원

차량 운행 시, 엔진룸은 매우 고온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의 저비

예를 들면 다급점도인 5W30제품은 저온에서 고온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

점 성분이 휘발되어, 엔진오일이 소모되고 열화(degradation)가 됩니다.

입니다. W 앞의 숫자(0W~25W)는 저온에서의 점도기준을 의미하기 때

따라서 수시로 엔진오일의 양과 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사용이 용이합니다(W는 winter의 약

관리 소홀로 적정량의 엔진오일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엔진고착과 같은

자). 반면에 뒤의 숫자(20~60)는 100℃에서의 동점도로 숫자가 높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무교환 엔진오일이라

높을수록 고점도를 의미합니다.

고 광고하는 엔진오일 역시, 정기적으로 엔진오일 양과 상태를 점검, 충전
(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운행에 따라 엔진오일 양이 줄어들 수 있는데, 간혹 차량

인트로

엔진오일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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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함에 의해 연료가 엔진오일에 희석되어 엔진오일이 증가될 수 있습
니다. 이는 급발진, 속도제어 불가, 마찰·마모 증가, 화재 등을 일으킬 수

에서는 자주 접하지만 생소한 석유분야의 전문용어와 단위를 쉽게 소개하여 향후

엔진오일은 차량의 엔진크기, 출력에 따라 점도가 결정되며, 환경적

정보 및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능(DPF 등) 등에 의해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점도 오일은 유체윤활
(fluid lubrication)이 잘 되어, 마찰, 마모는 줄어들지만, 동력손실이 크다는

있기 때문에, 신속한 차량점검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림 2> 엔진오일 상태(양, 색) 점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도 오일은 윤활 측면에서는 고점도 오일보
다 부족하지만, 동력손실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엔진이 큰 버
스나 트럭의 경우, 고점도 오일이 필요하며, 엔진이 작은 소형차는 저점도
오일이 필요합니다.

엔진오일(engine oil)이란 무엇인가요?

진오일을 합성유로 광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모빌사가 소송을 냈는데, 법

또한 최근 자동차사와 윤활유사에서 차량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 마찰·

원에서는 VHVI급 엔진오일도 합성유로 판정을 내렸습니다(1999년). 이

마모에 문제가 없으면서, 동력손실이 적은 저점도 엔진오일 개발에 노력

모든 움직이는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판례 이후, 윤활유 시장에서는 Group Ⅲ 기유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동력 발생장치는 엔진입니다. 엔진 내 발

성기유로부터 생산된 제품 못지않는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합성유로 광

어, 매연저감장치(DPF/CPF)가 부착된 경유용 엔진오일(low-SAPS)도 선

생하는 마찰·마모 감소, 청정분산작용, 냉각작용, 밀봉작용 등으로부터

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택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진보호,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윤활유를 내연기관용

<그림 1> 엔진오일 표기(합성유 여부 및 점도)

윤활유, 즉 엔진오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사에서는 차량마다 적합한 점도의 엔진오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엔진오일 제품 용기에 해당제품의 점도 및 환경적 기능 등이 상세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합성유란 무엇인가요?

국내제품보다 수입엔진오일의 품질이 우수하나요?
일반적으로 원유를 증류하여 얻은 중질 윤활기유에 다양한 첨가제
를 넣어 윤활유 제품을 생산합니다. 기존 광유(mineral oil) 기반 윤활유의

0W-30
Fully Synthetic

우리나라 윤활유사에서 생산된 Group Ⅲ가 전 세계 윤활유 시장의

(decene 등)을 중합시켜 만든 특정 기유PAO(poly alpha olefin)나 폴리에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윤활유 제조기술

다급점도 엔진오일은 무엇인가요?

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오일이 결코 해외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다.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협회)에서는 윤활기유를
Group I에서 Group V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Group Ⅰ~Ⅲ는 광유, Group

엔진오일의 분류방법에 있어, 점도에 의한 분류는 SAE(Society of

모든 엔진오일에 대한 비교평가는 힘들지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엔진오

IV는 PAO(Poly Alpha Olefin), Group V는 Group Ⅰ~IV를 제외한 윤활유

Automotive Engineer,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에 의한 분류입니다. 연간

일 품질모니터링 결과, 품질 면에서 국내 제품(KS제품)과 수입제품의 큰

로 구분하였지만, 합성유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온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점도 Grade를 갖는 제품을 사용해도

차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2016년). 반면에 수입엔진오일이 국내 제품보

판례에서 케스트롤사의 VHVI(Very High Viscosity Index, Group Ⅲ)급 엔

되지만, 계절에 따라 온도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혹한기, 혹서기에도 문

다 가격이 높게 측정,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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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적당한 양

원유로부터 정제된 윤활기유 중 Group Ⅲ가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단점(낮은 산화안정도, 열악한 저온특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에틸렌

스테르(poly ester) 등 특정 기유 합성을 통해 얻은 윤활유를 합성유라 합

Full

Synthetic
5W30

엔진오일이
과하게 있음

엔진오일 교환시기
얼마 안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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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tro 우체통

“똑똑똑!
편지 왔습니다!!”
우체통으로 온 애독자 편지
K-Petro 매거진은 애독자분들의 관심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K-Petro 매거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애독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중 일부 편지를 소개합니다. 편지가 소개된 분들께는 K-Petro 매거진에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호응, 또 질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행복누림서비스> 코너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
요 휴게소에서 상시적으로 차량연료 품질점검
모든 기사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 K-Petro의 믿음직스

<알쓸에잡> ‘역대급 추위와의 전쟁, 철저한 에

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

너지 월동준비로 이겨나자’편을 재미있고 유익

짜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

하게 읽었습니다. 저 역시 해마다 추운 겨울이

는 모습을 보며 이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히어

되면 월동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생을 하

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곤 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 박성목(경기도 시흥시)

<태양의 소리를 들어라!> 기사가 흥미로웠습니
다. 연료 한 방울 없이 태양광에너지만으로 비
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상
당히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배터
리 산업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행
기 배터리에 우리 기술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기뻤습니다.
- 최병관(서울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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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점선을 접어 풀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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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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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점선을 접어 풀칠해 주세요.

보내는 사람
이름
가족일 경우 사우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또는 소속)

이 엽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001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우애드컴 <K-Petro 매거진> 편집실

엽서 또는 이메일(News@kpetro.or.kr)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주시지 않을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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