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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및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의 고갈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등
차세대에너지의 시장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에너지자급도가 매우 낮은 반면, 에너지소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차세대에너지를 개
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이 차세대 에너지 분야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매
우 긴요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중심인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
라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인 관계로 국내 에너지 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에너지 환경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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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소·연료전지 및 2차전지의 경우 전통적인 에너지와는
달리 부품·소재적 특성을 갖는 제품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
라,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 플랜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주력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분야
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분산형 발전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및 2차전지 등 차세
대 에너지 분야를 향후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차세대 에너지 가운데에서 분산형
발전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및 2차전지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
하여 국내 및 세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기업 및 정부 차
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한편,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미 2005년에「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프로젝트」
를 추진한 바 있는데, 동 1차년도 보고서는 거시
적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1차년도 연구 수행 결과 미시적·개별 산업적 차원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었는바, 본 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된 14개 유망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
인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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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의 범위와 선정 사유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범위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소규모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의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10MW 이하 급 소형 분산 발전용 동력원으로 정
의되며,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주로 기저부하 발전용, 열병합 발
전용, 첨두부하 발전용, 환경친화 발전용 및 고품질 발전용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사용하는 발전시스템의 기계적
특성과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20
년대에 분산형 발전시스템 부문 내에서 주요 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연기관(엔진), 터빈,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
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선정 사유
세계인구 증가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전력수요는
계속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00년 13×1012 kWh 수준에서, 2020년
28×1012 kWh, 2050년60×1012 kWh로증가될 것으로 예측
됨.1)
1)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소형에너지소스」
,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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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경제사정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에
너지 공급 불균형의 심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원
개발, 이용효율 향상 및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보급이 요구되
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시스
템의 활용도가 중요시되고 있음.
대내적으로도 국내 IT산업의 계속적 발전에 따른 고급전력 수요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고품질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소형 에너지원에 기반을 둔 분산형 발전시
스템이 적합함.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의 전력생산 방안에
서도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공급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2) 수소·연료전지
범위
수소경제란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
스, 풍력, 태양에너지 등)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
된 수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이를 최종
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에 기반한 경제를 말함.2)

2)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The Hydrogen Economy, Opportunities, Costs,
Barriers, and R&D Need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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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소의 제조와 운반, 저장 기술 부문을 포함하되,
핵심을 이루는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분석함.
선정 사유
현재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
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의 고갈
이 예상됨에 따라 각국은 오일샌드 및 가스 하이트레이트 등 다
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원량이 풍부하고 변환이 용이
하며 효율이 높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우선적 대안으로 대두
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저유가 시대가 마감되고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의 가속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음.

(3) 2차전지
범위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의 반복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시켜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함. 2차전지
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니켈카드뮴전지(Ni-Cd), 니켈수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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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H), 리튬이온전지(Li-ion battery), 리튬폴리머전지(Li
polymer battery) 등으로분류됨.
이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로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리튬이온전지와 리튬폴리머전지를 본 연구의 범위로 함.
선정 사유
IT를 둘러싸고 유비쿼터스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최첨단 산업인 Mobile IT 산업, 지능형 로봇 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이들 산업의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2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2차전지의 고성능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노트북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대형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
의 수요가 예상됨.

2차전지는 반도체, LCD와더불어 21세기 IT 시장을 주도할 3대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비롯
해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법, 또는 전혀 다른 전지 시스템이 개
발되면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3.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먼저 차세대 에너지 기술발전의 전개방향과 기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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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망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해 본 후, 세계 시장 및 국제분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020년 우리나라 차세대 에너지
의 발전비전 및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본 연구 결과는 산자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국내 차세대에너지
산업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며, 국내 및 세계 시장 전망 등 차세대에너지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한 관련 기업의 전략 수립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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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세대 에너지 기술발전의 전개방향과
기술경쟁력 전망

1. 차세대 에너지 관련 기술발전의 미래 전개방향
(1) 분산형 발전시스템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총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부문은 2000년 38% 정도를 점
하고 있으나, 향후 2020년에는 50%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70%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됨.

분산형 발전시스템 기술 중에서는 현재 시장진입 단계에 있으면
서 효율이 양호한 연료전지, 터빈(마이크로), 스터링 엔진 기술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가스엔진, 마이크로터빈 및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2010년
이후부터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예상됨.

현재 시장의 보급단계로 평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술은 경
제·기술적 한계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는 다른 분산형 발전기
술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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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분산형 발전시스템 주요 기술별 시장성 및 기술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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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ㅤ

저ㅤ

저

상대적시장점유율

① 고속디젤엔진 ②중속디젤엔진

고

저

실현가능성

고

③ 저속디젤엔진 ④ -5kW급 가스엔진

⑤ 5~20kW급 가스엔진 ⑥ 20~400kW급 가스엔진 ⑦ 400~2,000kW급 가스엔진
⑧ 스털링 엔진 ⑨ MEMS터빈 ⑩ 30~250kW급 마이크로터빈 ⑪ 300~500kW급 마
이크로터빈 ⑫ 0.6~1MW급 소형가스터빈 ⑬ 1~3MW급 소형가스터빈
⑭ 3~10MW급소형 가스터빈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2004).

기술 성숙도가 높은 풍력발전 기술과 가스엔진 및 터빈기술은
각각 현재 시장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으로 발
전 효율, 내구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요구에 부응
하는 기술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핵심을 이
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인류의 에너지원은 나무·석탄·석유·가스·전기의 진화과정을
밟아왔고미래에는전기+수소의에너지시스템으로발전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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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의 시스템 구축에는 새로운 에너지 변환장치로서 연
료전지의 개발 및 보급이 필수적임.

연료전지는 전자, 자동차, 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전될 것임.
- 에너지시스템：석유중심 에너지체계가 수소 중심으로전환
- 수송부문：내연기관자동차가 연료전지 자동차로전환
- 전력부문：전력산업이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전환
- 전자기기：휴대용기기용2차전지의 한계를 극복

향후 연료전지는 휴대용·주택용·자동차용 순으로 본격적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용은 인프라, 가격, 소형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
황에서 선진국들은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이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휴대용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인프라나 규제의 제한이
적고 용량도 소형이어서 상대적으로보급이 용이함.

연료전지는 가격급락이 예상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현재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격은 1대당 10억 원 이상이며, 가정
용 연료전지도 수억 원 수준임.
-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현재의 수십 분의 1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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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에는 자동차용은 2,000만
원 수준, 주택용은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
으로 예상됨.

이렇듯 2020년을 전후하여 연료전지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소경
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3) 2차전지
2차전지 가운데 대표적인 리튬2차전지는 메모리효과가 없고 에
너지 밀도, 수명, 효율, 온도 특성 등에서 기존 전지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임.
최근의 휴대기기들이 MP3, 동영상, 인터넷 등 복합기능을 부가
함으로써 더욱 높은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지의 고용량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향후 리튬전지의 기술동향은 박형화, 고용량화, 고속충전, 장수
명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과 아울러 신기술융합에 의한 기
술 개발이 진전될 것임.
- 즉, 충전이 필요 없는 소형 연료전지,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과의
기술융합에 의한 차세대 소형연료전지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음.

적용분야에서 2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통적 분
야에서 로봇, 의료용기기 및 전기자동차 등으로 점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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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의 영역확대
환경친화적 핵심 에너지용으로 영역 확대

전기자동차
의료용기기
군사용통신기
항공, 우주산업

MP Player
MP3
IMT-2000
PDA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PC

휴대폰
노트북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PC

로봇
전통공구
작동완구
의료용기기
전기스쿠터
MP Player
MP3
IMT-2000
PDA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PC

로봇
전동공구
작동완구
의료용기기
전기스쿠터
카트
MP Player
MP3
IMT-2000
PDA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PC

각종 휴대용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의 핵심 심장부품으로 고도성장
자료：산업자원부(2002).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핵심 에너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2.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전략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미국, 일본 및 EU 등이 세계시장을 선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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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독자적 또는 컨소
시엄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임.
- 미국의 경우 2004년 회계 연도에 연료전지 관련기술 개발에 전
년 대비 120% 증액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AMS(Advanced Microturbine System) 사업등 핵심기술개발
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정
책을 추진 중임.
- 일본은 NEDO 중심의 분산형 발전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 특히 태양광 발전기술은 2030년을 목표로 한‘PV2030’을
수립하여 2004년에 약 212백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Mitubish사,
i Kawasaki사 및 전력회사 들이 기존 또
는 향후 기술시장을 겨냥하여 초소형 터빈, 엔진 및 CHP 등과
같은 분산형 발전기술을 개발하고있음.
- 한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태양광, 풍력, 엔진 및 터빈
과 같은 분산형 발전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력개발
분야는 풍력발전 기술임.

(2) 수소·연료전지
미국과 일본 및 EU 등 수소·연료전지 선진국은 수소경제의 대
두에 대비하여 자동차 및 가정용 연료전지 개발, 수소에너지 인
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Ⅱ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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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주요국의 수소·연료전지 개발동향
내

용

미 국

향후 5년간 Hydrogen Fuel Initiative와 FreedomCAR프로젝트에 총 17
억 달러 투자

일 본

2020년까지 연료전지자동차 500만대, 가정용 연료전지 570만대(1,000
만kW) 등 보급 추진

E U

범유럽 차원에서 2002~2006년간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에 21억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등 개별국가 차원의 지원도 병행

캐나다

연료전지 상업화 로드맵(2003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육성
Ballard社 등 세계적 기업보유 및 연료전지 클러스터 육성

(3) 2차전지
일본은 기업 중심으로 2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Sanyo의 경우 GS 멜코텍의 전지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생산능
력을 대폭 늘리고 라인 증설을 통해 전지생산 능력의 확충을 추
진하고 있는바, 특히 각형 리튬2차전지를 집중 육성하여 가격 경
쟁력 우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Matsushit는
a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업계 최고수준의 고용량 리
튬2차전지를 개발한 바 있고, 이 제품을 휴대폰이나 노트북, 디
지털 카메라 등의 전원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며, Toshiba는단시
간 충전이 가능한 리튬2차전지를개발하였음.

한편, 전지 생산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는 미국과 유럽에
서는 회사 차원의 기술개발보다는 연구소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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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원천기술개발을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에너지부(DOE)의 PNGV프로그램을 통해 1991년부터
Mobile IT기기용 2차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무부(DOC)
와 국방부(DOD)에서도 각각 ARP/ATP 프로그램과USABC 프
로그램을 통해 첨단 2차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은 JULIE 프로그램을 통해 1991년부터 17개국이 참가하
여 리튬이온, 리튬폴리머전지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현재 품질면에서 일본 및 한국 업체에 비해 열위를
보이고 있으나, BYD, B&Km 후아뉴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수동
및 반자동 공정이 혼재된 독특한 생산 공정의 구축 등을 통해 급
속히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성능 및 사
양의 충족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3.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경쟁력 전망
(1) 분산형 발전시스템
국내에서는 선진국의 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염두에 두고, 대개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 R&D사
업으로 각 부처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기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에 있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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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한국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기술경쟁력 전망
최고기술국 한국의기술수준

분산형발전시스템전
체및분야별기술수준

100(미국)

40 (2005)→
85 (2020)

유망기술분야

취약기술분야

엔진(디젤, 가스)

마이크로터빈
(소재및
설계기술)

차 및 IT산업의 spin-off 기술인 엔진을 이용한 분산형 발전시
스템이 여타 분산형 발전 기술보다 시장성 면에서 우위를 확보
하고 있음.
대부분의 관련기술은 아직은 기초단계인 것으로 평가되는바, 현
재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약 40%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소재나 설계기술 등과 같이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인
터빈분야는 기술적 취약성과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인한 장애
요인의 극복이 과제임.

향후 기술개발 장애요소의 해소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고효
율 엔진 개발 및 터빈 분야의 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설계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2020년경에는선진국 대비 약 80% 이상
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수소·연료전지
1980년대 후반까지 대체에너지로서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소홀하였으나, 1987년「대체에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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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촉진법」
의 제정과 연료전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써 적극적 R&D투자가 시작됨.
정부는 수소이용 상용기술 개발
〔수소 제조, 저장, 운반 및 이용
(연료전지)〕
을 위하여 전담사업단을 발족하고, 2003년 8월‘차
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부처별로 지
원 중임.
- 산자부는 2004년 4월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출범시켜,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과학기술부는 2003년 고
효율 수소에너지 제조 저장이용 기술개발 프런티어 사업단을 출
범시켜 매년 100억 원정도를지원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연료전지의 전반적인 연구수준은 기초단
계에 머물러 있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수소 제조 및
저장)~70%(연료전지) 정도에불과함.

<표 Ⅱ-3>

수소·연료전지전반
및세부기술분야

한국의 수소·연료전지의 기술경쟁력 전망
최고
기술국(미국)

한국의기술수준

유망기술
분야

100

수소제조·저장：
40% (2005)→
80% (2020)
연료전지：
65%(2005→
)
100%(2020)

PEM연료
전지의
MEA

취약기술
분야

수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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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국내 1차전지 생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일본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세계 2차전지 시장에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폴리머전지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상태이
나, 국내의 리튬2차전지 기술은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단에 의하면 일본의 기술 수준을 100
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술은 55에 머무른 반면, 중국
은 50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와 근소한 격차를 보였으며, 우리
나라 2차전지 기술력은 양산 기술 측면에서는 70으로 일본을 따
라가고 있지만 소재 및 장비, 응용기술 등은 일본의 절반 수준임.
한국의 2차전지 기술경쟁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소재 및 양
산장비에서 열세를 나타냈으며, 2020년에도소재분야에서는 완
전한 기술적 극복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산기술은
최고 기술국 이상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4>

한국, 중국, 일본의 2차전지 기술 수준 비교

양산기술

한 국

중 국

일 본

70

50

100

소재및장비

50

50

100

응용기술

50

40

100

인 력

50

60

100

평 균

55

50

100

자료：
「전자신문」(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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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의 2차전지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 대비 약 9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한 분야는 소재 및 장비 분야로 예상됨.

<표 Ⅱ-5>

한국의 2차전지의 기술경쟁력 전망
최고기술국(일본) 한국의기술수준 유망기술분야 취약기술분야

2차전지전반및
세부기술분야

100

55 →95

양산기술

소재및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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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세대 에너지의 세계시장 및 국제분업
전망

1. 차세대 에너지의 세계시장 전망
(1) 분산형 발전시스템
2020년의 세계 전력 소비량과 발전설비의 용량은 각각 22,407×

10억 kWh와 1,062.2 GW의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됨.
세계적으로 신재생 발전원과 연료전지를 제외한 분산형 발전설
비의 용량은 총 발전설비의 1% 미만임.
우리나라의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세계
평균 전기소비량 증가율(2.7%)보다 약간 높은 3% 수준을 보일

<표 Ⅲ-1>

소비량
(10억kWh)
발전설비
(GW)

세계 전력 소비량 및 발전설비 용량 전망

세 계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15,182

17,380

19,835

22,407

2.7%

한 국

309

348

392

429

3.0%

세 계

809.1

906.4

978.8

1,062.2

1.7%

0.9

5.1

11.1

19.0

N.A.

분산전원

자료：EI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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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2005

2010

2015

2020

시장규모

28,030

102,580

218,340

473,510

무역규모

8,409

30,774

65,502

142,053

연평균증가율
2005~20102010~2020
29.6%

16.7%

주：Ausilio Bauen and Adam hawkes(2004) 및IEA(2004) 등의자료를이용하여예측.

것으로 예측됨.
대부분의 분산형 발전시스템 기술은 선진국 주도로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무역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30%일 것으로 예측됨.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시장규모는 급속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15배 이상인 4,7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시장규모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는 연평균 29%, 이후 2020년
까지는 15%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2) 수소·연료전지
2004년 현재 약 7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장규모(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연료전지 교체수요까지 포
함)는 2010년에 20억 달러에 이르러 초기 시장을 형성한 다음,
급속히 팽창하여 2020년경에는 86억 달러에 이르러 본격적인
상업화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우,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 로드맵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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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0년을 시장도입 단계로 설정하여 2010년까지 연료
전지 자동차 5만 대, 연료전지 발전용량 2.1GW를 확보하고,
2020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600만 대, 발전용량 10GW를 보
급할 계획임.
- 미국은 2005년 Hydrogen Posture Plan에따라 2025년에 수소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2027년에 자동차시장의 연료전지자동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하고 2050년에 100%로 완전 대체하는
보급목표를 설정(수소사용량 110백만톤)하였음.
- 유럽(EU)은 수소·연료전지 로드맵을 작성하여 연료전지 자동
차의 경우 2020년까지 기존 자동차시장의 5%를, 2030년까지
25%를, 2040년까지 35%를 각각 대체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3) 2차전지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IT Mobile화 확산과 사용인구

<표 Ⅲ-3>

수소·연료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
2004

생 산
무역규모

2010

2015

2020

730.1 1,988.9 4,361.7 8,584.7
365

1,000

2,000

4,000

연평균증가율
2004~2010 2010~2020 2004~2020
18.2

15.7

16.7

18.3

14.9

16.1

자료：GI(2006)의전망치를사용.
자주：무역규모는 수출=수입이며 생산 및 무역 모두 경상가격 기준임(이하 관련 전망표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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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2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연평균증가율

2005

2010

2015

2020

생산규모

8,760

12,116

13,279

13,563

10.0

3.5

무역규모

5,256

7,269

9,295

9,494

7.0

3.5

2005~2010 2010~2020

자료：강희송(2005) 근거로재산출.

의 급속한 증가세, 휴대용 전자기기의 개발 확대로 지속적인 수
요증가가 전망되고 있음.
리튬2차전지는 2010년까지 10% 이상의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
로 예측되나, 이후 소형 연료전지 또는 대체 에너지의 출현으로
성장세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리튬2차전지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이후
에는 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 총액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됨.

2. 차세대 에너지의 국제분업 동향과 전망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기술별 Major 기업들은 기술력 및
시장 확보 능력에 따라 국제적 M&A 또는 기술제휴를 통하여 보
유기술의 유지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24

- 예를 들면, 미국의 Ecopowe사
r 는 가스엔진의 시장성에서 우위
를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Senertec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의 Rolls-Royc사는
e 소형 가스터빈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연료전지의 전문회사와 합병 또는 기술제휴로 Hybrid형
가스터빈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있음.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각 기술분야별 국내기업은 현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세계시장 진입에 매우 어려움을

<표 Ⅲ-5>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주요 기업 요약
국외

국내

비고

엔진

일본：Yanmar, Aishin정기
독일：Senertec
덴마크：EC Power
미국：Ecopower

연구기관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술력：Ecopowe사
r
만도기계등에서기 -시장성：Senertec사
술개발에참여

마이크로
터빈

미국：Capstone, IngersolRand UTC, GE
일본：Toyota

- 삼성테크윈
- 한국터보(주)
- (주)뉴로스

미국의회사들이기술
주도(Capston사
e)

- 삼성테크윈

-기술력：Rolls-Royce
의Hybrid 터빈기술
주도
-시장성：Kawasak사
i

일본：Sharp사, Kyocera사,
Mitsubish사,
i
독일：Q-cel사
l ,
미국：BP Solar사(호주, 스페인)

- Neskor Solar사
- LG산전
- PSE
- S-Energy사

- 일본이독주
- 미국, 독일등합자회
사들이이에대응하고
있음.

덴마크：Vestas사, NEG사
독일：Enercon사
미국：GE wind사

- 유니슨

- 덴마크사들의주도로
시장형성; 세계시장
절반잠식

일본：Kawasak사,
i NREC
소형가스
미국：Allison사, Caterpillar사
터빈
영국：Rolls-Royc사
e

태양광
발전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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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의 전해질막, 전극촉매 등의 소재는 연료전지 성능개선
과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로서 현재 미국, 일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소재업체, 기기
업체들도 소재개발에 가세하고 있음.
-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후 Johnson Matthey Fuel
Cells 등 전문기업들이 등장하였음.
- 전통 소재업체들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연료전지 소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예：DuPont은 고분자고체전해질막(PEM)
‘Nafion’
으로 시장 주도).
- 기기업체들의 경우 특히일본업체들의 연구가 활발함.
·소니는 메탄올 연료전지 출력향상을 위해‘플라텐’막 재료를
개발 중이며 히타치는 DuPont社의‘Nafion’보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전해질막을 개발 중임.

기존 자동차산업에서도 미래 자동차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연
료전지 자동차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 간 제
휴는 물론 연료전지 제조업체 및 연료 공급업체와의 제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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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자동차업체간 제휴：도요타-GM, 혼다-GM, 닛산-Renault 등
- 자동차업체와 연료전지 업체 간 제휴：DaimlerChrysler/FordBallard, 혼다-Plug Power Inc. 등
- 자동차업체와 연료공급업체 간 제휴：Daimler/Chrysler-Shell,
GM-Exxon Mobil 등

수소제조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우리나라
는 해외 산업 동향을 잘 파악하여, 국내업체 간의 동종 및 이종
간 제휴를 통해 규모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 유수 업체와
의 기술 및 자본 제휴를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면밀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산업의 동향을 보면,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
대자동차가 2002년 미국 연료전지 업체인 UTC Fuel Cells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 중임.
휴대용의 경우 4~5년 전부터 삼성종합기술원, LG화학, (주)세
티 등이 휴대용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음.
또한 수소제조와 연료전지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인식하여 GS에
너지가 (주)세티를 인수하여 GS퓨얼셀로 상호를 바꾸고 새로이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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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특허 면에서 2차전지 분야에서 1991~2004
년간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의한 특허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1991~2004
년간 국가 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 건수는 총 11건
으로 동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리튬2차전지 전체 특허 건
수 1,676건 대비 약 0.7%의 비중을 차지함.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국가 간 기술흐름을 분
석한 결과, 리튬2차전지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의 유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기술자립도는 60%로 가장 높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의 기술자립도는 50% 미만으로 자국 이외의 국가, 특히 미국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차전지 분야에서는 핵심부품 및 소재 개발에 있어 국제 유수기
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동시에공동연구개발을통한표준화차원의전략적접근이필요함.
해외 우수 부품 및 소재 기업의 기술 라이선싱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사업시행 및
국내 학·연 연구조직의 정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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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리튬2차전지의 국제협력 대상기관

제품군

국제협력대상기술

휴대폰용고성능리튬
2차전지

고기능성양극제/
고기능성음극제/ 고기
능성전해액

Sanyo/Sony/Ube/라이선싱
Mitsubishi Chem. 국제공동연구

노트PC용고성능리튬
2차전지

고기능성음극제/ 고기
능성전해액

Ube, Mitsubishi
Chem., Showa
Denko

라이선싱
국제공동연구

Hitachi Chem.,
DNP

라이선싱
국제공동연구

고기능성음극제/
디지털융합기기용고성능
파우치/ 전지설계및
리튬2차전지
생산기술

국제협력대상기관

협력유형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2005).

2차전지 분야는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창구의 표준화 및 단
일화가 요구되는데, 각 기업과 학·연을 통한 활동결과가 체계적
으로 밀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DOE와 한국 산업자원부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체
계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외국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외국
기업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펀드의 조성이 필요함.
인력양성과 연계하여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
식의 국제협력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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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0 우리나라 차세대 에너지의 발전
비전

1. 2020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상
(1) SWOT 분석과 경쟁력 변화 전망
1) 분산형 발전시스템
① SWOT 분석

<표 Ⅳ-1>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분산전원기술개발여건양호
- 자동차및 IT산업의활성화
- 고급전문인력풍부
국내전력수급상분산전원지위상승
- 지형적및남북경협고려
기회요인(Opportunities)
세계적분산전원개발분위기편승
세계분산전원기술시장진입
- 세계에너지(전기) 사용량지속증가
- 세계전기공급의불균형심화
- 분산전원적용증대(불균형해소)

약점(Weaknesses)
기반및원천기술미확보
- 소재및설계기술미흡
- 기계및제어기술의미자립
국내기술시장협소
- 협소한기술시장에따른기업투자저조
위협요인(Threats)

선진기술에의한세계시장진입지연
- 국내관련기술수준의낙후
- 선진국의저가공세및견제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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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쟁력 변화 전망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인
프라와 제품기술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원천기술 및 마케팅은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외 시장규모의 증대와 기술수요에 따라 소재개발과 설계기
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현재 취약분야인 원천기술과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이러한 전략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 동 분야의
우리나라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총체적인 경쟁력은 선진국의 기
술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구
체적인 분야별 경쟁력 변화 전망은 <표 Ⅳ-2> 참조).

<표 Ⅳ-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쟁력 변화
(최고선진국을100으로할때)
2005

2010

2015

2020

인프라(인력)

60

75

90

100

원천기술

30

40

50

70

제품기술

50

60

80

95

마케팅

3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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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연료전지
① SWOT 분석
<표 Ⅳ-3>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반기술의확보
과학기술
•원천기술확보미흡
•촉매, 재료등관련분야경쟁력
(Science &
•전문가풀취약
•높은교육열과창의력
Technologies)
•BOS 개발분야에서취약
•수소프런티어와연료전지사업단발족
•우수한자동차생산기술보유
•수소·연료전지사업단발족
•현대자동차의실증연구용 FCV제
시장과산업
및시범운행중(투산 SUV)
( Market & •LPG 자동차및 CNG버스제작및
Industry)
시범운행을통한경험축적
•가정용CHP 국내시장잠재력
•대규모LNG 및도시가스파이프
라인구축

•FC 원소재해외의존도높음.
•수소제조원료인천연가스부존자원
부족
•산업용전력의저가유지
•산업화인프라부족
•투자규모상대적미약
•가정용및발전용FC 개발역사의일
천및시장참여회사제한
•전기요금수준이구미에비해낮음.

•정부의강력한지원의지
•가정용및발전용FC 개발과보급에
정책과수단 •수소경제에기획능력보유
대한업계의지원확대희망
(Policies and •제4세대원자로(GEN-IV) 연구개발 •정확한보유기술수준, 상세한R&D 경
Measures) •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정책
로파악없이목표를설정
•발전차액의신규대상포함고려
•국민의반핵정서상존
기회요인(Opportunities)
과학기술 •국가간경쟁심화
(Science & •촉매, 재료등관련분야경쟁력
Technologies)•높은교육열과창의력
•세계적으로산업화초기단계
•고유가시대진입
•열병합발전, CES 등틈새시장의
시장과산업
개발
( Market &
•민간투자의지확대
Industry)
•거대한중국시장이인접
•IPHE 등국제협력분위기고조
•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수립

위협요인(Threats)
•국가간경쟁심화와급속도의기술발전
•연구소와학계, 산업간의기술이전원
활화미흡
•국경을초월한제휴협력확대
•도입시기안전사고발생
•막대한인프라건설비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시장확대
•미국과일본의특허등록활발
•미국과일본기업의 M&A
•FCV 제조업체와수소제조공급회사
간의“chicken and eggs dilemma”

•국가비전및마스터플랜수립
•수소경제에대한의구심
정책과수단 •환경규제의강화(수도권오염물질 •현행자동차배기가스규제관행미약
(Policies and 총량규제)
•정책입안자의수소경제에대한인식
Measures) •휘발유가격고가정책
및확신부족
•정부의강력한원전확대정책
•국민의반핵정서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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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쟁력 변화 전망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현재 국내 기술수준을 수소(제조, 저장,
운반, 수소스테이션)와 연료전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진국 대
비 수소는 40~50%, 연료전지는 60~70%로 나타나고, 인력 등
인프라와 마케팅도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관련 업계 및 정부의 노력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010년도에
기초, 원천 및 제품기술 모두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향
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 선진국 대비 수소는 75%, 연료전지의 경우는
90~100% 수준까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향후 2020년에
수소는 90% 수준으로, 연료전지는100%까지 제고되어 수출산
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Ⅳ-4>

수소·연료전지의 경쟁력 변화
(최고선진국을 100으로할때)
2005

인력등인프라

2010

2015

2020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45

65

60

80

75

90

90

100

원천기술

43

62

60

80

75

90

90

100

제품기술

43

62

60

80

75

90

90

100

마케팅

50

70

70

80

90

10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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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① SWOT 분석
<표 Ⅳ-5>

국내 2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기회(Opportunities)
•디지털융합에의한Mobile IT산업의지
속적발전·IT기기의Mobile화확산
•현재국내리튬2차전지양산기술은세계
적수준에접근·일본, 한국만이자동화
양산국
•세계시장점유율20% 이상확보, 점차
확대예상
위협(Threats)
•일본과중국의견제심화및우수한핵심
소재제공을거부
•선진국들의차세대전지기술에대한경
쟁적지원·중국등후발주자의저가공세
•환경관련규제법률강화로초기산업의
경영환경위축초래
•공급과잉및원자재가격상승으로수익
률하락·전세계원자재수급의불안정

강점(Strengths)
•생산, 공정기술의우수성
•국내IT기기산업의국제경쟁력
•국내Captive Market 보유
•산업계적극적투자의지
•정부의강력한지원정책지속

약점(Weaknesses)
•후발주자로서시장개척의어려움
•핵심소재및장비기술의취약
•대학, 연구소의연구기반부족
•기술향상과혁신을주도할전문인력부족

자료：산업자원부(2002) 및한국산업기술재단(2005)을바탕으로작성.

② 경쟁력 변화 전망
2차전지 시장에서 일본의 앞선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체는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
술을 확보하고, 취약한 부품, 소재 및 장비 업체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있음.
- 또한 2차전지 업체와 관련 소재 및 부품 업체의 전략적 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2차전지 인력을 양성하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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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의 경쟁력 변화(최고선진국을100으로할때)

<표 Ⅳ-6>

2005

2010

2015

2020

인력등인프라

50

90

100

100

원천기술

50

70

80

90

제품기술

70

90

95

100

마케팅

50

80

90

100

자료：강희송(2005)을근거로재산출.

전지 부품 및 소재 관련 연구 센터 설립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
고 있음.

국내 업체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전해액과 격리막의 경
우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음극활물질도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원가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활물질의 경우에도 한국 유미
코아 등이 국산화를 완료하여, 향후 2차전지 소재 시장의 원가
경쟁력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소재 등 원천기술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지만, 향후
2020년에는 선진국 대비 9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양산기술을 앞세워 총체적으로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됨(<표 Ⅳ-6> 참조).

(2) 시장전망
1) 분산형 발전시스템
국내 전력공급을 위한 대형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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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2020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05~2010 2010~2020

생 산

40

1,280

4,380

23,410

100.0

18.3

고용(명)

4

120

430

2,340

97.4

18.5

수 출

4

260

1,130

14,630

131.0

29.2

수 입

70

1,280

2,000

6,000

78.8

11.6

환경 및 설치기간 등으로 인하여 국내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수
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향후 국내 시장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약 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풍력발전 관련 기자재의 수입 등으로 수입비중
이 크나, 부품수출 등으로 수출이 증가되면서 2010년대 후반에
가서야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시장의 성장세는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 2010년 전까지 급
속한 성장이 예측되는 반면, 2010년 이후로 증가율은 둔화되나
실제적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2005년 현재 국내 시장이 전무한 실정
이지만 2010년이 되면 연료전지 자동차 100대, 발전용 12MW,
가정·상업용 4MW의 생산규모의 구현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2020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464,108대, 발전용 491MW, 가
정·상업용 621MW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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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2020 수소·연료전지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10~2015 2010~2020

생 산

-

34.8

182.5

461.7

39.3%

20.4%

고용(명)

-

270

500

1,000

13.1%

14.9%

수 출

-

-

88.5

188.4

-

16.3%

-

-

-

-

-

수 입

주：1) 환율은현재의환율적용.
2) 경상가격기준.

이에 따라 고용창출도 2010년에 약 300 명 수준에서 2020년에
는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수출의 경우 2015년에 89
백만 달러 정도에서 향후 2020년에는 188백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여 수출산업으로도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3).
3)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의 기술개발 성공은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인
Mobile IT산업의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차세대 2차전지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
됨에 따라 2차전지는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2차전지는 장기간의 R&D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지식기
반형 장치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1개 전지의 연구개발에
4~5년 동안 100억원 이상이 필요함.

3) 이러한 전망치는 전체경제규모에비해 미미할 수있으나수소·연료전지의 시장화가 2015년
이후에본적적으로이루어질것을감안하면이후의성장률은급증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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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지 제조는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규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체당 5,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국내 2차전지 산업은 단시간 내에 세계 2위의 양산국으로 진입
함에 따라 오히려 관련 인프라 조성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
이며, 2차전지에대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산·학·연 간의 연계된 전지기술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이 요구됨.

2차전지의 경우 전자신문4) 및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리튬2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 13억 8,000만 셀에서
2005년 15억 6,100만 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5년 87억 6,000만 달러에 해당함.
향후 2010년까지 2차전지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료전지 등 경쟁 제품의 등
장으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0
년 이후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으로써 총액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5년 약 21%로 제고된 것으로 추
정(2004년 19%)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2차전지의 생산과 고용은 2010년까지 연평균
4) 2005년9월 22일자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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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2020 2차전지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05~2010 2010~2020

생산

1,839

4,846

5,311

6,103

8

2

고용

5,000

13,690

17,500

20,500

10

4

수출

440

2,352

3,334

3,898

13

4

수입

380

600

800

900

10

3

자료：산업자원부(2002)를근거로재산출.
자주：1) 환율은현재의환율적용.
2) 경상가격기준.
3) 2010년40% 시장점유율달성가정.
자주：4) 2010년에서 2020년사이의생산량의증가는커보이지않지만연료전지, 태양전지,
수퍼 커패시터 등 경쟁기술의 등장으로 2차전지의 생산량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며, 단가도 크게 하락함. 따라서 2차전지 생산량은 2010년까지는 10% 이상의
성장으로 인해고용이급격히증가하게 되나, 2010년생산량증가폭의 감소로 생산
량의증가폭은3~5% 정도로보여이에필요한고용의증가폭은완만하게유지할것
으로예상됨. 다만, 제조단가의하락으로인해총액증가폭은낮을것으로예상됨.

8~10%의 성장률5)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 이후 연
료전지 등 새로운 대체재의 등장으로 성장률이 2% 수준으로 급
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시장점유율 또한 2010년까
지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2차전지 기술수준
이 향상되어 수입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표 Ⅳ9> 참조).
5) 한국산업기술재단의‘차세대성장동력로드맵-2차전지’보고서(2005에
) 의하면한국의리튬
2차전지 산업은 2003년이후 세계 2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 이후세계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될수있도록육성할계획임.

Ⅳ. 2020 우리나라차세대에너지의발전비전 39

(3) 세계 속의 위상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국내 위상은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계 기술시장에 진입하여 세계교역량의 4% 정도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엔진 고효율화
및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 투자가 국내 관련 산업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세계 속의 위상6)

<표 Ⅳ-10>

단위：백만달러, %
2005
세계
생산

수출

2010

2015

연평균증가율

2020

2005~20102010~20202005~2020

18,680 28,388 49,166 74,430

한국

250

1,121

2,255

3,631

비중

1.3

3.9

4.6

4.9

세계

5,604

한국

3

72

254.5

1,117

비중

3.8

4.1

4.2

3.9

8,516 14,750 22,329

8.7

10.1

9.7

35.0

12.5

19.5

8.7

10.1

9.7

92.8

31.5

49.4

주：태양광발전부분을제외하고산정한것임.

6) 한편, 세계유수의경제연구기관인Global Insight는세계및국내분산형발전시스템시장을다
음과같이전망하고있는데본연구의전망치와크게차이가남. 이는범위가서로상이하며자
료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극히 보수적으로 전망한데 따른것으로 판단됨. 이하수소·연료
전지및2차전지내용의배경도같음.
분산형발전
(백만달러)
세계
생산

한국
비중(%)

2005

2010

2015

2020

15,573.7 27,807.6 45,627.8 69,980.8
593.6

1,133.2

1,919.1

2,744.7

3.8

4.1

4.2

3.9

2005~20102010~2020 2005~2020
12.3

9.7

10.5

13.8

9.2

10.7

40

에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이며, 수출비중 또한 점진적으
로 증대하여 2020년에는 국내 생산의 30% 정도가 수출될 것으
로 전망됨.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의 국내산업 규모와 시장성장 속도로 예상하여
볼 때, 우리나라 연료전지 산업의 세계시장 속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2015년에
는 4.2%, 2020년에는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연료전지의 세계 속의 위상7)

<표 Ⅳ-11>

단위：백만달러, %
2004
1)

세계

730.1

한국

0

생산

2015

0

세계

365

한국
비중(%)

2020

연평균증가율
04~10 10~20 04~20

1,988.9 4,361.7 8,584.7 18.2
34.8

비중(%)
수출

2010

182.5

15.7

461.7

1.7

4.2

5.4

1,000

2,000

4,000

0

0

88.5

188.4

0

0

0.44

0.47

16.7

29.5
18.3

14.9

16.1

주：1) GI 전망치를사용.

7) GI의수소연료전지관련세계및국내시장전망결과는다음과같음.
수소/연료전지(백만달러)
1)

세계
생산

2004

2010

2015

2020

730.1 1,988.9 4,361.7 8,584.7

한국

25.1

79.5

180.4

333.6

비중(%)

3.4

4.0

4.1

3.9

2004~2010 2010~2020 2004~2020
18.2

15.7

16.7

21.2

15.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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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2차전지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주요 기업
들이 생산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2
차전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삼성SDI, LG화학 등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은 대대적인 증설투
자를 진행하면서 포메이션 장비 등 주요 생산설비를 국산장비
로 대체하는 한편, 관련 부품소재도 그동안 일본 등 기존 수급처
에서 벗어나 국내 공급업체로 대체하고 있으며, 또한 소재 국산
화를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리튬이온전지는 2005년 이후 수출을 통한 흑자가 늘어나는 추

2차전지의 세계 속의 위상8)

<표 Ⅳ-12>

단위：백만달러, %
2005

생산

2015

2020

세계

8,760 12,116 13,279 13,563

한국

1,839

4,846

5,311

6,103

21

40

40

45

비중(%)
수출

2010

연평균증가율
05~10 10~20 05~20
6.7

1.1

3.0

21.4

2.3

8.3

세계

5,256

7,269

9,295

9,494

6.7

2.7

4.0

한국

440

2,352

3,334

3,898

39.8

5.2

15.7

비중(%)

8.3

32.3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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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I의2차전지관련세계및국내시장전망결과는다음과같다.
2차전지(백만달러)
생산

2005

2010

2015

2020

세계

109.7

390.8 1,042.8 1,747.0

한국

3.2

11.9

33.6

55.3

비중(%)

2.9

3.1

3.2

3.2

2005~2010 2010~2020 2005~2020
28.9

16.2

20.3

30.3

16.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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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차세대 에너지의 발전에 따른 관련산업 고도화의 미래상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 기술은 2010년 이후 발전분야의 핵심기술
로 부각될 것이며, 기존의 발전시스템에서 환경 친화형 발전시
스템으로 변화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의 주요한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예측됨.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발전으로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전력공급
시스템이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IT산업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기계, 전자 분야의 동반적인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산업화는 특히 2015년 이후 새로
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반되는 투자
는 상당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이와 더불어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도입됨에 따라 화
석에너지의 사용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온실가스 등 환
경오염물질의 대폭적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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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도 2005년의 13.5%에서 16%로 증대되고
그만큼 에너지 수입액도 절감이 가능할 것임.

3) 2차전지
리튬2차전지는 향후 휴대용 Mobile기기, 지능형 로봇 등의 전원
으로서 이들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리튬2차전지의 시장규모도 이들 산업의 시장규모와
유사한 추이로 변화하게 될 것임.
리튬2차전지가 미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안전성의 확보가 최대의 과제임.
- 따라서, 기존의 저가 전지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개척하기 위
해서 전지의 저가격화를 이루는 방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고성능 전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리튬2차전지 시장은 이미 생존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이
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설비투자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의 전략 변경과 소재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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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에너지의 기술로드맵
(1) 분산형 발전시스템
산업자원부의「소형 에너지소스」
에 기초하여 작성한 분산형 발

<그림 Ⅳ-1>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기술로드맵
2005

2010

2015

2020

이론공연비엔진설계및상용화(5~20 kW급)
엔진

희박연소엔진설계및적용(5~20 kW급)
왕복동및스크롤스터링엔진연소, 주변및설계기술개발적용(5~20 kW급)

마이크로터빈소재및제어시스템개발(200 kW급)
고효율열교환기및전력변환시스템개발
터빈
공기베어링/ 감속기어/ 고속회전체/ 저공해희박연소시스템개발적용
마이크로터빈및열병합용저공해소형가스터빈시스템개발적용(200 kW급)

고효율(>17%) 태양전지제조및적용
태양광

고효율대면적박막태양전지제조기술개발(4×6″
) 및상용화

발전

태양광발전시스템의모듈화및Grid 연계·제어기술개발

풍력발전기설계및평가기술확보
풍력

전력품질최적화및Grid 연계기술확보

소형풍력발전시스템설계적용중형시스템개발
중형시스템적용및대형시스템개발/ 상용화(1 MW급)

자료：산업자원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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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스템의 기술개발 로드맵은 <그림 Ⅳ-1>과 같은데, 전반적
으로 효율향상과 설계기술 등을 Up-grading 하기 위한 기술개
발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는바, 엔진과 터빈을 중심으로 개발 계
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엔진의 경우 2010년까지 이론공연비 엔진의 설계를 상용화하
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이전에 희박연소 엔진 설계 및 적용
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는 왕복동 및 스크롤 엔진 연소, 주면
및 설계기술 개발을 완료함.
- 터빈의 경우는 마이크로 터빈 소재 및 제어시스템 개발을 2010
년대 중반 이후까지 개발 완료하고, 고효율 열교환기 및 전력변
환 시스템 및 공기베어링, 감속기어, 고속회전체및 저공해 희박
연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며, 마이크로 터빈 및 열병합용 저공
해 소형 가스터빈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2020년까지 완료함.

(2)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및 수소의 제조·저장·공급 등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과 인프라, 보급 및 산업화 전략 등을 감안하고,‘수소경제 마스
터플랜(2005)’
의 실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로드맵을 참고하여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로드맵을 구상해 보면 <그림 Ⅳ-2>와
같음.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이후 2020년
대부터 시장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여 2030년대에 상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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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2010

2020

기술개발단계

2030

도입단계

2040

상용화단계

저가화, 고효율화, 내구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Up-Grade
수소이용
(연료전지)

수소
제조

수소
저장
공급

인적
제도
및
정책

지원
기반
강화
제도
정비

2020년 도입목표
연료전지차량 195만대
발전용연료전지설비 2GW
가정용연료전지설비 75만대
천연가스·여유전력
부생가스

2040년 도입목표
연료전지차량1,250만대
발전용연료전지설비 10GW
가정용연료전지설비 390만대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2020년도입목표
총수소량중신재생에너지비중
22%

2040년도입목표
총수소량중신재생에너지비중
60%

고압압축저장등
조기상용기술개발

액화저장등
기술개발

탄소나노튜브등
신기술확보

(350→700bar)

(10,000L/hr)

(12-15Hwt/%)

ON-SITE(스테이션)의 단계적 확충+OFF-SITE 병행 구축
(2020년 2,800개소 → 2040년 9,500개소)
기존 인력의고도화
+ 인력 저변확대
(양적확대, 질적혁신) (해외인력의과감한도입 )
핵심기술 R&D
및 실증

초기시장 형성전략
(보조, 발전차액, ...)

인적자원관리
체제(HRM) 확립
수출및 세계시장
공략 지원

법령 및 지원조직(수소경제센터) 정비,
안전/표준화 및공용화
국제협력강화 및 교육/홍보

자료：산업자원부(2005).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수소이용의 경우 2020년 연료전지 차량 195만대, 발전용 연료
전지설비 2GW, 가정용 연료전지설비 75만대를 도입 목표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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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수소 제조 면에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가운
데 22%를 수소로 충당하는 것을 지향하고, 수소 저장 및 공급
면에서는 2020년까지 고압 압축저장 등 조기 상용기술을 개발
하고 2020년까지 스테이션의 단계적 확충과 off-site의 병행
구축을 추진함.

(3) 2차전지
현재 양산 중인 리튬이온 및 리튬폴리머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며,
2010년 이후에는 나노재료 등 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소
재를 적용한 고성능 2차전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Ⅳ-3> 참조).
그리고 고성능 전자정보기기와 저가형 전자정보기기 각각의 시
장영역이 뚜렷이 구분될 것임.
- 디지털 융합기기의 경우 적용대상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해져
야 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음극 소재개발
및 고분자 전해질 소재를 채용하여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
<그림 Ⅳ-3>

2차전지의 기술발전 로드맵

2002~2010

1세대리튬전지

2010~2015

2세대리튬이온및폴리머전지

자료：신찬훈(2004)을근거로재작성.

2016~2020

나노재료등신소재를적용한고성능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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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

2010년까지 휴대폰용 저가형 리튬2차전지 개발이 단가를 낮추
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고성능 리튬2차전
지용 소재의 개발이 일부 전개될 것임.
- 2010년 이후 노트북용을 중심으로 저단가형과 고성능형으로
양분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게 될것으로예상됨.

<그림 Ⅳ-4>

리튬2차전지 로드맵
2005~2010

휴대용저단가
리튬2차전지
휴대폰용고성능
각형리튬2차전지

2011~2015

2016~2020

저단가형양극재개발(A~E) 저단가형탄소계음극재개발(A~C,E)
저단가형분리막개발(A~C,E) 저단가형전해핵첨가제개발(A~E)
저단가형스마트팩개발(B,C,E)
고기능성양극재, 음극재개발(A~E) 고기능성분리막(A~E)
전해액첨가재개발(A~E) 박막기재및캔개발(B,C,E)

기
술 노트북용저단가리튬 저단가형양극재개발(A~E)
2차전지
저단가형탄소계음극재개발(A~E) 저단가형분리막개발(B~E)
저단가형전해액첨가제개발(A~C,E) 저단가형스마트팩개발(B,C,E)
개
발

노트북용고성능각형 고기능성양극재/음극재개발(A~E) 고기능성분리막(B~E)
리튬2차전지
고기능성전해액첨가제(A~E) 박막기재및캔개발(B,C,E)

디지털융합기기형 고기능성양극재/음극재개발(A~E) 고분자전해질개발(B~E)
고성능리튬2차전지 고체고분자전해질개발(A~E) 난연성전해질개발(A~E) 파우치개발(BCE)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2005).
자주：A：원천기술, B：응용기술, C：산업계, D：학계, E：연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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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1. 기본 발전방향
(1) 분야 총괄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세 분야의 기술/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및 2차전지는 다음
과 같은 특성 및 연관성을 갖고 있음.
향후 2020년에도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시장화 초기단계에 진
입할 정도로 아직 그 비중 면에서 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에너지분야를 좌우할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함.
- 수소·연료전지는 향후 2차전지 분야 가운데 소형 및 모바일
용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및 폴리머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되며,
-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중소형 시스템에서도 핵심적 위상을 차지
할 것임.

분산형 발전시스템에서는 현재 터빈 등 엔진분야와 태양광 등
의 기술과 함께 향후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핵심적인 위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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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임.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의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가 차세대 에너
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한 세부
분야별 경쟁 및 보완관계를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
에 수반되는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총괄적 차원에
서의 발전전략을 요약해 보면, 수소·연료전지의 국내 기술 확보
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는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그리고 2차전지는 보다 단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되, 상용화가 2020년에 가서도 초기단계에 머무를 것
으로 전망되므로 기술개발 전략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
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력할 필요
가 있는바, 자동차 및 조선 분야의 기존 엔진 및 터빈 관련 고효
율화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시장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
면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병행 추진함.
- 한편, 2차전지의경우 보다 단기적인 시장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으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개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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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

(2) 분야별 세부 발전방향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 기존기술의 재정립과 국내 기술의
취약분야인 재료 및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기술의 신뢰성 향상
을 위한 연계 및 지원기술 분야의 육성이 필요함.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기술의 경제성, 내구성 및 효율 면에
서 선진국 수준의 우위기술 확보와 해외시장 및 기술동향 정보
의 확보가 필요함.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
고, 시장진입의 전략과 분산 발전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지원할
정책수립도 필요함.
엔진 및 터빈 분야에서는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하여 우선적으
로 효율개선과 환경문제의 개선이 2010년 전까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터빈의 소형화와 이에 따른 설계기술도 2015년까지
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태양광 발전 및 풍력은 각각 태양전지의 대형화 및 전환효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2010년까지는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유체역
학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풍차의 설계기술과 시스템의 Grid화
기술이 늦어도 2015년까지는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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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의 초기 상용화까지는 아직 6~7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집중투자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 가능
성은 충분함.
따라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해 저가 양산화
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부문별로 구체
적인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음.
- 수송용 연료전지의 경우 핵심기술인 스택기술의 조기확보를 통
한 완전 국산화를 실현함.
- 가정용 연료전지는 실증연구를 통한 신뢰성 및 내구성 확보, 수
명연장, 저가 고성능화를 실현함.
- 발전용 연료전지는 해외 유수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대형화
기술확보 및 플랜트 수출을 지향함.
- 휴대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맡기되, 경박단소화 및
고성능화 기술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함.

<표 Ⅴ-1>

연료전지 이용분야별 기본전략
기본전략

수송용

핵심기술인스택기술의조기확보를통한완전국산화실현

가정용

실증연구를통한신뢰성및내구성확보, 수명연장, 저가고성능화

발전용

플랜트수출을겨냥한대형화(Scale-Up) 기술개발

휴대용

경박단소화및고성능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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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2차전지는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공정, 전지시스템 설계와 전지
제조공정, 공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각각의 기술들을 상호보완
시킬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특히 고성능 리튬2차전지는 고용량, 경박단소, 장수명, 안정성,
신뢰성, 친환경성특성에 부합되는 전지개발이 시급한 과제임.
고성능 전자정보기기용 전지는 고부가가치의 신규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저단가 리튬2차전지의 경우는 저단가, 적합용량, 신뢰성 및
친환경성 특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저가형 전자정보기기용 전지는 현재 상품화된 기술이므로 기존
기술의 개량 및 복합화를 촉진시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2. 세부 발전전략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 국내 기술의 취약분야인 재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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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업체명및
제휴형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잠재적 제휴 대상업체
1차대상업체군

2차대상업체군

Ecopower미
( )
Senertec독
()
Capstone미
( )
GE(미)
Kawasaki일
()
Caterpillar미)
(
Rolls-Royce영)
(
Sharp(일)
BP Solar(미)
Veastas덴
( )
Enercon독
( )

EC Power(덴)
Yanmar(일)
UTC(미)
Toyota(일)
NREC(일)
Allison미
( )
Mitubishi일)
(
Q-Cell(독)
NEG(일)
GE Wind(미)

제휴형태

국내업체

합자투자
기술제휴
연구개발
컨소시엄

삼성전자
LG전자
만도기계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한국터보
뉴로스
유니슨
Neskor Solar
LG산전

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이 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 함.
분산 전원의 Grid 연계기술과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시스템
의 안정적인 운전기술 등 연계기술 분야의 육성이 필수적임.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선진국 또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술 주
도기관과의 합작 및 공동개발 등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
- 특히 국내 기술수준이 비교적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엔진분야
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작투자 및 기술 제휴를 통하여 국내 기술
의 선진화와 세계시장 진입이 추진되어야함.

비교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터빈과 같은 분산발전 시스
템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Reverse
Engineerin을
g 통하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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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야의 제휴형태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휴형태

③새로운 ④개발
⑥새로운
①신제품 ②생산
⑤규모의
⑦시장
생산기술 비용의
지역에
개발 위험감소
경제
확대
의개발
절감
입지

① M&A
②합작투자

엔진

③연구개발
태양광
컨소시엄
분산전원
기능별 ④기술제휴 터빈,풍력
제휴 ⑤생산제휴
분산전원

분산전원

분산전원

분산전원
분산전원

⑥조달제휴
⑦판매제휴

현재의 국내 분산발전 시스템의 기술수준으로는 국제적 M&A
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세계시장의 진입을 위
해서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생산위험 및 개발비용 등을 절감하
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세부 분야별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음.
-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전세계적인 양산 기점인 2013년까지
스택과 운전장치, 수소탱크 등 모든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개
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바,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유수 외국 기업과의 기술 및 사업제휴를 모색함.
- 가정·상업용 연료전지는 실증연구를 조기 마무리하고 시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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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수소·연료전지 분야별 잠재적 제휴 대상업체
1차대상업체군

연료전지
제조
세부
분야, 자동차
업체명 제조사
및
제휴 에너지
형태
회사

2차대상업체군

제휴형태

국내업체

Ballard Power Sys
BASF
UTC Fuel Cell
Stuart Energy
Dupont

Johnson-Matthey
Nuvera
Solvay
Plugpower
Siemens

연구개발
컨소시엄
기술제휴
생산제휴

GS퓨얼셀
퓨얼셀파워

Toyota
Ford
Daimler - Chrysler

Nissan
Honda
GM

연구개발
기술제휴
생산제휴

현대자동차

Shell

Norsk-Hydro

연구개발
기술제휴
생산제휴

가스공사
한국전력

IdaTech

Vanden Borre
Air Liquide
Solvay
SydKraft

연구개발
기술제휴
생산제휴

포스코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주：1) 1차, 2차대상업체는외국유수업체.
2) 제휴형태는다음의표를참조.

<표 Ⅴ-5>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제휴형태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휴형태

③새로운
⑥새로운
①신제품 ②생산위
④개발비 ⑤규모의
⑦시장
생산기술
지역에
개발 험감소
용절감 경제
확대
의개발
입지

① M&A

연료전지

②합작투자
③연구개발
컨소시엄
④기술제휴
기능별
제휴

⑤생산제휴
⑥조달제휴
⑦판매제휴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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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보급확대에 의한 원가절감을 유도함.
-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250kW급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2007년), 설비규모를 MW급으로 대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유수기업과의 Joint-Ventur를
e 구성하여 플랜트
수출산업화의 기반 마련 및 아시아의 생산거점화를 추진함.

(3) 2차전지

2차전지는 핵심부품, 소재 개발에 있어 국제 공조를 추진할 필요
가 있는데, 특히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유수기관과의 지속적
인 교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표준화로의 접근을 추진함.
- 해외 우수 부품, 소재 기업의 기술 라이선싱 지원을 통한 산업경
<표 Ⅴ-6>

리튬2차전지의 국제협력 대상기관
국제협력대상기술

국제협력대상기관

휴대폰용고성능
리튬2차전지

고기능성양극제/
고기능성음극제/
고기능성전해액

Sanyo/Sony/Ube/ 라이선싱
Mitsubishi Chem. 국제공동연구

노트PC용고성능
리튬2차전지

고기능성음극제/
고기능성전해액

Ube, Mitsubishi
Chem., Showa
Denko

라이선싱
국제공동연구

디지털융합기기용
고성능리튬2차전지

고기능성음극제/
파우치/전지설계
및생산기술

Hitachi Chem.,
DNP

라이선싱
국제공동연구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2005).

협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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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2차전지 분야별 잠재적 제휴 대상업체

업체명및
제휴형태

1차대상업체군

2차대상업체군

제휴형태

국내업체

Sanyo, Sony, Ube,
Mitsubishi Chem.

MBI, Hitachi
Chem., DNP,

연구개발
컨소시엄

삼성SDI,
LG화학

쟁력을 강화함.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사업시행 및
국내 학·연 연구조직을 정비함.

기업 간 제휴 면에서 리튬2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극, 음극제 및
전해질 개발과 관련하여 Sanyo, Sony, Ube, Mitsubishi Chem.
등의 선두그룹이 연구개발 컨소시엄 형태로 제휴할 가능성이
있으며, MBI, Hitachi, DNP 등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가능
성이 있음.
- 국내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이 각각 외국 기업과 연대하여
2차전지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있음.

3. 정책과제
(1) 정부의 역할
1) 분산형 발전 시스템
분산형 발전 시스템 기술의 국내시장 확대와 기술의 선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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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분산형 전원개발 및 보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동 분야의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환경
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분산전원에의한전력수급체계 확립 및 계획 수립 및추진
- 주변 및 기반기술 확립을 위한 연계기술개발계획 수립및 추진
- 기술개발 참여기업의 세제 및기술개발비 지원방안 마련
- 전문 인력양성 및 세계시장 동향 분석정보수집및 보급

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정적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칭‘수소경제이행촉진법’제정
- 전담 조직의 신설 및 보강
〔예：수소경제센터(집행기구)〕

또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설치비 또는 구입비의일부 지원
- 생산설비투자 유인을 위한 장기저리 정책융자 지원
- 초기시장 형성을위한공공부문 위주의 수요 확대
-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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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 활성화 및 표준체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야 함.
- 전략적 국제협력 활성화
- 국제표준 및 부품공용화대응체제 마련

이와 아울러 국내 기술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2차전지
2차전지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 형성
을 통한 개발체계 구축이 요구됨.
- 2차전지 산업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구상함으로써 기존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단시간
에 양산화 시설구축을 목표로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을 형성
하여 상호 보완적인 개발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음.
- 부품, 소재 등 공통핵심기술개발을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함.

미래 성장동력 산업화로의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기술, 핵
심부품 및 소재, 핵심 생산장비의 개발을 시스템화하는 데 지원
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 2차전지전문기술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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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간의연계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교육체계
구축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2차전지 핵심부품 및 소재 중 수입이 불가
피하고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전지제조가격경쟁력의향상을도모할 필요가있음.
- 구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시켜 기술
개발자금, 시설자금지원, 공장입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의 역할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야에서 향후 요구되는 기업의 역할은 다
음과 같음.
- 안정적인 기술개발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면밀한 투자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음.
- 선진 기술파악 및 기업의 전문화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입전
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할 것임.
- 또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전
략의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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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한 자체 R&D 능력
을 향상시켜야 함.
- 이와 아울러 외국 유수기업과의 연구협력, 기술 및 자본 협력을
통해 자체 기술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시장확대를 지향한 기술의 국산화 및 제품생산 양산체계 구축
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야함.

3) 2차전지
2차전지 분야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시스템화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필요
가 있음.
- 핵심소재·부품, 핵심 생산장비 및 제조기술 개발을 동시에 수행
하여 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증대를 도모해야
함.

제조기술, 핵심부품 및 소재, 핵심 생산장비 국산화와 관련해서
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소재의 국산화 및 핵심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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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있음.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 자체 개발프로그램으로 2차전지 전문가를양성하여 활용함.
- 산·학·연 간의 연계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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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향후 2020년에도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시장화 초기단계에 진
입할 정도로 아직 그 비중 면에서 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에너지분야를 좌우할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함.
- 수소·연료전지는 향후 2차전지 분야 가운데 소형 및 모바일용
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및 폴리머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
며,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중소형 시스템에서도 핵심적 위상을
차지할 것임.
- 분산형 발전시스템에서는 현재 터빈 등 엔진 분야와 태양광 등
의 기술과 함께 향후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핵심적인 위상을 차
지할 것임.

이러한 세부 분야별 경쟁 및 보완관계를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함.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의 국내 기술 확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
며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2
차전지는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Ⅵ. 결론및시사점 65

1. 분산형 발전시스템
분산형 발전시스템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0년 이후 동 기술은
발전분야의 핵심기술로 부각될 것이며, 기존의 발전시스템에서
환경 친화형 발전시스템으로 변화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의 주
요한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예측됨.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국내외 기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 분야 및 과제는
30~250kW급 마이크로터빈, 1~3MW급 소형 가스터빈 및 스
터링엔진 분야이며,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언급된 연료전지 기
술 분야도 중요한 분산형 발전시스템임.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발전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공급
시스템이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IT산업과 자동차, 우주항공, 기
계 및 전자 분야의 동반적인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외 시장규모의 증대와 기술수요에 따라 소재개발
과 설계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
진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현재 취약분야인 원천기술과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분산형 발전시스템 세계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 및 민
간기업의 종합적인 기술개발 계획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전략
적인 추진체계를 정부 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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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연료전지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연료전지의 기술개발, 보
급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소의 제조 및 운반,
저장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공급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가 지닌 기술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소경제 시대의 도래
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국내 관련 업계와 학교, 연구소의 상호 연계되고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낙후된 핵심요소기술
과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유수 해외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추
진할 필요가 있음.
국내기술 개발 및 실증·시범사업의 활발한 전개와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부합한 예산확보 및
전담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추진체제의 정비가 필
요함.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에 의한 기술 및 제품,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기타 부품공용화에 의한 양산체제 구축과 생산비
저감을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협력과 기술제
품의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 국내 시장정착은 물론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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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전지
유비쿼터스 시대로의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첨
단 산업인 Mobile IT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이들 산업의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2차전지 산
업의 발전과 2차전지의 고성능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2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통적 적용 분야에서
로봇, 의료용기기, 전기자동차 등으로 분야를 점점 확대해 나가
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핵심 에너지로서 자리를 잡아가
고 있음.
차세대 에너지로서 2차전지는 고부가가치의 신규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은 2003년 이래로 세계 2위권으로 진
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
으나, 단기간 내에 세계 2위의 양산국으로 진입한 결과, 그에 따
른 인프라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차전지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
학·연 간의 연계된 전지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을 통해 인력 수급의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차전지의 개발방향은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공정, 전지시스템
설계와 전지 제조공정, 공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각각의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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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연관성을 맺으면서 개발되어야 함.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개발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지원이 요구됨. 특히 2차전지 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구상
함으로써 기존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단기간에 양산화 시설구
축을 목표로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
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함.
제조기술, 핵심부품 및 소재, 핵심 생산장비의 개발을 시스템화
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산업화로 육성 및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2차전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
발과 교육체계 구축 등의 2차전지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이 요구됨.
민간에서는 제조기술, 핵심부품 및 소재, 핵심 생산장비 국산화
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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