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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녹색성장은 OECD에서 UN까지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1월 신년연설

Now, clean energy breakthroughs will only translate
into clean energy jobs if businesses know there
will be a market for what they’
re selling. So tonight,
I challenge you to join me in setting a new goal:
By 2035, 80 percent of America’
s electricity will come from
clean energy sources.
From President Barack Obama's Remarks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25 J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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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산 전기오토바이, 유럽을 달린다
중국 저쟝창링, 신르

속도광들이 즐겨 찾는 유럽의 고속도로를 세계 유명 차들과 나란히 달리는 오토바
이가 있다. 이 오토바이는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럭셔리 오토바이가 아니라 한번 충
전으로 100㎞까지, 최고속도 90㎞/h 달리는 중국 중소기업의 전기오토바이다. 중
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오토바이가 입맛이 까다로운 서구인들에게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저탄소 녹색 브랜드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환경보호 제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전기자동차
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엑스포에서 떠오른 중국의 전기오토바이
2010년 상하이엑스포 네덜란드관에 전시된 오토바
이 한 대가 이목을 끌었다. 이 오토바이는 중국 항저우
저쟝창링(
)사에서 생산하여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모델이었다. 이 전기 오토바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오염배출 제로의 녹색동력
을 이용했다는 점과 네덜란드의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와의 인연은 저쟝
창링사가 2009년 전기오토바이 시제품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뛰어난 품질로 네덜란드에서의 인기가 올
라가게 되었고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양국 간의 녹색협
력 사례로서 네덜란드 관에 전시되기에 이르렀다.
전시 이후 네덜란드 TV방송에까지 소개된 저쟝창링
은 단숨에 엑스포 스타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100여 개 업체가 직접 이 회사를 방문하여 뜨거운 러브콜
을 보냈다. 곧이어 저쟝창링사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터사이클
스쿠터 박람회인 INTERMOT에 참가하여 3만 대의 수출계약을 따내는 기염을 토
하기도 했다.
저쟝창링은 1994년에 설립된, 직원 수 260명에 불과한 지방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원래 일본 혼다를 흉내 낸 Benda(奔達)라는 브랜드의 오토바이로 중국 내
수판매와 해외 수출을 해오던 회사였다.
한때 중국에서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이던 오토바이시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
서 본격적인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억2천만 대에 달하는 전

저쟝창링사의 리튬이온식 전기 오토바이

출처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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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전거가 중국 전역에 보급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오토바이는, 설상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급기야 일부 도시
에서는 아예 도로에서 퇴출당하는 설움까지 맛보게 되었다.
시장의 험난한 변화에 맞서, 저쟝창링의 쟝싱츄엔 사장은 2008년 일본기업을 통
해 전기자동차 제조 기술을 익히면서 전기오토바이에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환경
오염에 민감한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정하고 중국 최초로 EU의 EEC 표준1)에 부합
하는 전기오토바이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판매 성공으로, 저쟝창
링사는 3000만 불의 수출을 자랑하는 녹색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성공스토리는 상하이엑스포가 낳은 또 하나의 스타기업인 씬르(新日)전동
차에게도 적용 된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NCB 배터리는 400회 이상 충전이 가능
하고 수명이 기존 배터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 제
품의 상징이 되어 중국에서 열리는 중요 국제행사 및 국가 행사에 공식 교통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
‘科技奧運 綠色奧運’

베이징올림픽 당시 씬르의 전기 오토바이

국가정협 대표위원의 전기자전거 퇴근모습

(과학올림픽, 녹색올림
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베이징 올림픽에도 공
식 녹색교통(전기자전거,
전기운반차 등) 공급업체
로 지정이 된 바 있는 씬
르는 이미“겱會(상하이
엑스포와 베이징올림픽)”
전문 녹색브랜드 업체가
되었다.
또한‘녹색생태환경건
설’
,‘녹색경제’
,‘녹색
인문’
을 통하여‘녹색중국(綠色中國)건설’
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2011년 전국양
회(全國겱會)의 언론의 관심은 씬르에서 주창하는 녹색교통에 집중이 되었다. 과거
어느 대회보다 신재생에너지, 저탄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겱會에서 씬르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정협 대표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씬르는 중국의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HP, Dupont 등 세계적인 기업과 녹색
교통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NCB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차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전기바이크 왕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중국의 대부분도시에서 전기자전거의 출현은 흔한 장면이 되고 있다. 이미 중국
1)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할 때 발급되는 EU의 인증. EU내 운행과 등록을 위하여 필요함.

출처 : 中國靑年網

5

6

기획특집

전역의 전기자전거 보급량은 전국에 1억2천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
타이저우 국제전동차전시회 씬르관(2011년 3월)

트에서 시작된 전기자동
차가 중국에서 2010년
중국 최고의 혁신기업인
(2010년 5월 뉴스위크
지 선정) 전기 차 업체 비
야디
(

·BYD)를 탄생

시킬 정도로 꽃을 피웠다
면, 전기자전거는 1995
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되
어 인도, 유럽, 미국 시장
을 휩쓸고 있다. 시속 30
㎞까지 가속이 가능한 스
쿠터를 포함한 전기바이
크의 전 세계 시장 규모
는 110억 달러로 추산되
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출처 : Baidu

에서는 전자용품점인
Best Buy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도시 노년층과 부녀자 층의 구매 선호 아이
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오토바이 업체들도 전기오토바이를 속속 출시하
면서 중국 전국에 전기바이크 생산업체는 24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2002년 이
후로는 도시 젊은이들과 여성계층에 인기가 확산되었고, 2005년에 접어들어서는
농촌지역에서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대표적인 중국산바이크 업체는
Gamma(

), Giant(捷安特), XinRi, Ruyuan 등이 있다.

납 성분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바이크가 환경보호 제품?
현재 중국에서 생산중인 전기바이크의 90%는 납으로 된 충전기를 장착하고 있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납의 20%를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업체에서 소모하고
있다고 전해질 정도이다. 납 성분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2년, 한번 쓴 배터리의 경우
보통 재생이 가능하지만 충전 성능저하를 이유로 폐기되기 일쑤이며 엄청난 독성물
질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정에너지인 전기
를 이용하여 달리는 전기바이크는 알고 보면 유해가스 방출이 없을 뿐 환경오염의
종결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저탄소 녹색 전기바이크는 리튬이온을 배터리로 채용하여
3~5년 간 평균 2000회 이상 충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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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착이 된 제품의 원가는 기존 납 성분 전지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는 시장조성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중국에서 리튬이온 전지의 평균 단가는
5000~6000위안(미화 800달러~1000달러)으로 전기자전거 가격인 3000위안
(미화 460달러)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
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에 우선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달리는 중국산 전기오토바이
중국에서 해외에 판매중인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는 저쟝창링, 루엔, 저쟝하오렌,
씬르 등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제품을 생산
중인 이들 업체의 제품은 녹색브랜드를 달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 필요한 인증을
갖춘 상태이다.
중국산 전기오토바이의 유럽 내 가격은 2500달러 수준이다. 일반 오토바이 보다
2배가량 되는 가격이지만 탄소배출에 민감한 유럽국가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차도 진입이 허용되며 심지어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향하여 열리는 시장을 앞두고 글로벌 오토바이 업체들은 속속
전기오토바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벤츠, 혼다, BMW 등 글로벌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오토바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기오토바이가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
고 있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시장규제와 배터리기술 진보, 그린 레이스의 시작
중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하중 40kg 이상, 시속 20㎞를 초과하는 전동자전거와
전동오토바이는 기동차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차량등록과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 했
다. 이는 간이형 전기오토바이로 시장에서 이익을 보던 중국 오토바이업계에 일대에 충
격적인 조치였다. 비상이 걸린 오토바이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경량화 기술개발에 매
달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리튬이온식 또는 NCB 방식의 경량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기
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제품의 도입을 앞당기는 효과까지 발휘하면서
중국 정부는 기술개발과 환경보호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리튬이온식 배
터리장착 전기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의 개화도 아직 이른 단계로 볼 수 있다.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가 지난 해 상하이 엑스포와 올 3월의 전국양회
(겱會)로부터 형성된 만큼 리튬이온 2차전지에 대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의 전기바이크 중소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의 자전거 공장에서 저탄소녹색바이크 기업으로 변모하여 우리기업들과도 치
열한 그린 레이스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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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바람을 에너지로 활용
홍콩 Motorwave

홍콩은 연중 냉방과 조명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한다. 또한, 국제무역도시 특성
상 수출입 물량이 많아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이에 홍콩은 대
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탄소발자국 수치(개인/가정/전체도시가 일상생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 기체 량)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2%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절실한 현재 상황
에서 홍콩 기업 Motorwave사는 바다의 파도, 일상적 바람, 사람의 움직임 등을 이용
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보급형 재생에너지장치를 개발하고 다양한 공
간에 보급하고 있다.

전기료가 천 달러?
Motorwave사의 수석 연구원이자 대표인 루치엔 감바로타(Lucien Gambarota)
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사업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1000달러의 높은 전기세 때문이었다.
당시 완구 무역 사업을 하던 그는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는 홍콩에서 무조건 전기를
안 쓰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에 냉방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하였고, 재생에너지 사업으
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Motorwave 사의 제품들
■ Motorwind

Motorwind 미니 터빈 8개는 초당 10m의 풍속에서 50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Motorwind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터빈을 연결해 난간이나 지붕에 풍력발전기를 설치
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며 발생된 전기는 전자제품을 가동하기 위한 배터리로 전송된다.
마이크로 윈드 터빈은 대부분의 기상조건에서 80%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소
형 터빈(20~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동률이다.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Motorwind 마이크로 터빈

기존 풍력발전기와 Motorwind의 주요 차이점은 설치
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풍력발전기는
10~25m/s 사이의 풍속에서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풍속이 너무 강해질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난기류가 없어야
하며 높은 곳(건물 위 등)에 설치해야 하는 등 환경조건이
까다롭다. 관리 역시 전문적 기술자가 해야 하고 기계 규

출처 : Motorwave 사

모도 크며 설치 시 비용은 최소 3000~50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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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otorwind는 0.8m/s에서 가동을 시작하고 높은 풍속에도 장치를 멈추지

Motor Gym이 설치된 피트니스클럽

않아도 된다. 낮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기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
든 설치가 가능하다. 투자비용도 200 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
활용수지로써 다시 재활용될 수도 있다. 루치엔 감바로타는 홍콩의 고층빌딩이 대기
이동을 방해해 대기 질이 더욱 나빠진다고 지적하고 풍력을 가두지 말고 충분히 활용
할 것을 권장한다.
■ Motor Gym

Motor Gym은 사람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으로, 2006년 홍콩 중

출처 : Motorwave 사

심지역의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서“Power by You”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 설치한 것은 실험적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현지의 헬스장,
학교, 주택개발사 등은 물론 각국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운
동기계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을 모두 거절해야 했다고 한다. 현재는
자전거와 타원형 전신 운동기를 직접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다.
사용자가 Power by You 운동기구에서 만드는 움직임은 내장된 장치에 의해 에너지
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저장 가능한 에너지 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알림표시가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0~100W의 에너지를 내는데, 축적된 에너지는 여러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실내조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 시
간의 운동으로 15W의 절전형 전구를 세 시간 동안이나 켜 둘 수 있다. Power by You
를 이용하면 운동기구가 작동할 때만 조명이 켜지는데, 통상 개장하는 16시간 중 6~8
시간동안 운동기구가 작동하게 되므로 조명 비용을 50%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Motorwave

2004년에 탄생한 Motorwave는 파도가 강한 곳에

바다에 설치된 Motorwave

공 모양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파도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Motorwave는 1천 피트의 길이로, 약 70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몇 마일 길이
로 연결할 수도 있다. 각각의 모터웨이브는 초당
4.30m를 펌프 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율은 두 배 가량 높다. 또한 공의 개수와
파도 높이에 따라 생산 가능한 전력의 양이 달라진다.
즉, 파도가 있으면 곧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홍콩에는 매우 적합한 친환경 재생에

출처 : Motorwave 사

너지 발전시스템이다.

시범 판매한 소형 발전기가 수출 효자로
2007년에 설립한 Motorwave사의 주요 생산품은 소형 풍력발전기인 Motorwind
이다. 마이크로 터빈으로 이루어진 소형 풍력발전기를 시판한 것은 대형 터빈 제작용 자
금 마련을 위한 시범적 단기판매였다. 그러나 이 소형풍력발전기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

9

10

기획특집

아 런칭 직 후 미국에서 첫 주문이 들어왔으며 이후 소형풍력발전기는 45개국에 수출되
는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Motorwave사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이외에도 호주, 말레이시아, 아일
랜드,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4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판매
한 바가 없으나 2008년 북한에 Motorwind 6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는
철도 밑에 설치하는 풍력발전기와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수력발전기 등을 수출하고 있
다고 한다. 처음 Motorwind의 판매 타깃은 수출시장이었으나 점차 현지 학교를 중심
으로 인기가 높아져서 현재는 홍콩 내 판매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홍콩 내에서는
Gammon, Hip Hing등 유명기업이 비상조명, 주차조명 및 기타조명을 이미
Motorwind 터빈시스템으로 전환한 상태다.
주요 판매 대상은 학교, 정부, 건축회사이며 학생들의 과학시간 학습재료 및 학교설치
용 발전기, 정부관련 건물, 친환경적 설치물, 친환경건물 발전기 등의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관리가 쉽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전기 관련 지식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가정
용 소매품은 지양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소비자를 위해 시판하는 기성 제품은 없
다. 그러나 현재 개인소비자를 위한 소매 제품도 개발 진행 중이다.

출처 : Motorwave 사

맞춤형 제작과 기술이 강점
홍콩의 유일한 가정과 사무실용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꼽히는 Motorwave사
는 제품의 디자인과 제조에서 설치, 관리까지 담당한다.
또한 맞춤형 제작을 고집한다. 지리와 기후 및 장소 특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에너
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곳은 풍력보다는 태양열이 효과가 높고, 어떤 곳은 태양열
과 풍력이 약한 대신 수력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장비를 설치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것은 융통성 있고 신속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강
Motorwave 회사입구
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전략에 관한 답변은 단연‘기술’
이었다. 마케팅이나
광고를 일체 하지 않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시회도 기
피하는 편이다. 웹사이트(www.motorwavegroup.com)
를 통한 홍보가 전부이지만 수많은 바이어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다는 것이다.
루치엔 감바로타에 의하면 Motorwave사의 기술은
복잡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쓰는 현재의 용품에 연결한
것일 뿐, 그 이론은 간단하고 설치와 유지가 쉽고 바로 이
것이 생활 속 재생에너지 활용의 포인트라고 말한다. 작
은 녹색거인의 재치 있는 발상 덕분에 재생에너지는 우리
생활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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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5년만에최고가된태양광발전기업
중국 사이웨이 LDK

중국의 파워가 섬유, 의류 업에 이어 태양광발전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태양광발전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그로부터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태양광전지 10대 기업 중 4개 기업이 중국회사일 정도로 이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중국정부는 태양광발전산업을 위해 제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2010년)중 약 1조
5000억 위안, 제 12차 5개년 규획 기간(2011~2015년)에는 3조 위안을 투자하고 태양
광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Solar Roof 프로젝트, 태양광발전 기업에 보조금
을 지급하는 Golden Sun 프로젝트, 고정가격 매입제도 등 전 방위적인 정부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산업은 공급사슬에 따라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태양전지의 핵심소재
인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을 기둥형태로 만드는 잉곳,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거울 판 같
은 생김새의 웨이퍼, 웨이퍼를 이용한 셀과 모듈로 만드는 태양전지, 태양광발전소의 발
전시스템이 그것이다. 중국기업들은 이중에서 태양전지와 웨이퍼 제조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설립 5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사이웨이 LDK
태양광발전분야에서 창업 5년에 만에 세계를 재패한 중국기업이 있다. 2005년 중국 장
시(江西)성 신위(新餘)시 경제개발구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기업인 사이
웨이 LDK는 태양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에 주력하여 설립 5년 만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웨이퍼 업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사이웨이 LDK의 직원은 약 2만 명이며 이 중
400여 명이 연구 개발인력이다.
사이웨이 LDK의 펑샤오펑(彭小峰) 사장은 장시(江西)성의 시골 마을에서 출생해 1997
년 23세의 나이로 쑤저우에 장갑 제조회사를 차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2003년 독일 출
장 중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광경을 보고 업종을 바꾸기로 결심, 베이징대 태양광 관리
학원에 진학해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았다. 사이웨이 LDK는‘Light
Delivery King’
의 약자로‘빛을 초월하는 속도로 뛰자’
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태양광발전 공급 사슬
2005년 펑사장이 사이웨이 LDK를 설립할 당시 중국은
태양광산업에 한창 힘을 실어 주고 있었다. 시장에는 이미
썬텍(Suntech), 트리나 솔라(Trina Solar) 등 세계적으
로 지명도가 높은 태양전지 생산기업이 입지를 굳히고 있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중 비교적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발전시스템

출처 : LDK 홈페이지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11

12

기획특집

웨이퍼 영역은 경쟁 기업이 적고 중국내 공급량이 많지 않아 펑 사장은 이 분야가 바로 틈
새시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태양광 산업이 발달한 장쑤성(江蘇겛) 우시(無錫)나 창저우
(常州)를 선택하지 않고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
출을 원했던 장시성(江西겛) 신위(新餘)에 입지를 정하면서 신위 시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을 받을 수 있었다.
태양광 설비 수요가 늘면서 2005년 말 톤당 80달러이던 웨이퍼 가격이 1년 뒤
300~400달러로 올라 사이웨이 LDK의 수익이 급증했다. 신위 시정부의 지원으로 은행
담보대출 2억 위안을 얻어 사이웨이 LDK는 곧바로 생산라인을 늘렸다. 이를 계기로 사
이웨이 LDK는 창업 1년 만인 2006년 중국 최대의 웨이퍼 가공업체로 등극했다. 2007
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까지 성장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6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매출액이 2006년 1억 1천만 달러에 비해 약 15배가량 증
가한 16억 4천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업계신화를 만들어냈다. 이어 2009년에는 간수성
둔황(甘肅敦煌)의 10㎿대형 태양광발전소 설립프로젝트 설비설치에 낙찰되는 등 세계 최
초로 판매량 1000㎿를 달성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다.

태양광 설비 부품의 일괄공급 체제를 확립하다
사이웨이 LDK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저비용의 대량 생산이다. 태양광발전 부품은 주
로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 생산되어 가격대가 높다. 태양광 설비부품수요 증가로 사이웨
이 LDK제품과 같이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이웨이 LDK에게도 시장
이 크게 열렸다.
사이웨이 LDK는 저비용 생산을 위해 태양광 부품 생산기업을 인수해 웨이퍼와 폴리
실리콘 외에도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모듈 등 태양광설비와 부품을 전방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괄생산체제를 통해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규
모로 공급하는데 성공하여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 사이웨이 LDK
는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 시장에서 독일기업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타 기업과의 제휴, 합병은 브랜드 파워를 높여 해외시장 진출에 용이하게 하고 해외
에서의 중국기업 독주에 대한 반감을 낮추는데 일조했다. 사이웨이 LDK는 2007년
독일 큐셀(Q-Cell)과 합작해 고부가 태양광발전설비 시장에 진출했고 2009년 7월에
는 이탈리아 태양에너지 전문 토털 솔루션 기업인 SGT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올
해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업체인 솔라파워(Solar Power Inc) 지분 7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것으로 사이웨이 LDK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 설비 및 부품 일괄체
제를 확립하게 되면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비교적 분산돼 있는 미국 태양광 시장
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웨이 LDK의 성공은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이 주효했
다. 사이웨이 LDK가 대기업이 아니었지만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등 때문에 중국 민영기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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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을위한새로운도장기술개발
일본 후민

종업원이 4명밖에 없는 한 도료 업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뜨거운 관심
을 받고 있다. 바로 유리용 코팅제를 개발·판매하는 FUMINN(후민)사다.
위 장비는 유리 앞에 설치된 검은 철판 2장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
험 방법은 장비 안에 설
치된 라이트로 유리너머

후민코팅 효과 실험
① 유리 왼쪽부분에만 도료 도포

② 적외선 라이트로 유리너머로 50초간 빛을
투과시킴

③ 후민코팅 철판은 38.6도, 오른쪽 철판은
65.2도 기록

로 적외선을 통과시킨 후
디지털 온도계로 철판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었
다. 50초간 조사한 결과,
왼쪽 철판의 온도는
38.6℃, 오른쪽 철판은
65.2℃로 측정되어 약
26℃의 차이가 생겼다. 같은 적외선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온도차가 생기는
것일까?
유리의 왼쪽 부분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투명한 도료가 도포되어 있다. 그 도
료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철판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도료의 주요 성
분은“안티몬 도핑 산화주석”
(ATO)이라는 단열효과를 가지는 금속산화물로 2002
년 후민사가 개발에 성공한 이래“후민 코팅”
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다. 적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흡수하므로 빌딩이나 주택의 유리 창문에 도장하
면 태양광에 의한 실내 온도 상승을 2∼5℃ 정도 낮출 수 있다. 그 만큼 냉방 가동을
줄여 전력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차열유리의 대부분은 태양광을 반사하는 방식인데 반사
된 태양광의 열은 외부기온을 상승시켜 히트아일랜드 현상(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 도시 열섬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후민 코팅
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므로 현상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더위로 유명한 국가들이 이 회사 제품 도입에 매우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후민 코팅 특징
후민코팅은 적외선을 50% 이상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적외선 차단효과에
의해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2∼5℃ 정도 내릴 수 있으며, 겨울에는 체감온도를 10℃

출처 : 후민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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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민코팅의 계절별 적용 효과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해한 자외
선을 90% 이상 차단한
다. 반점, 피부암 등의 원
인이 되는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
으며 커튼 등 실내장식품
의 변색을 방지한다.
후민제품을 도장 하더
라도 유리 고유의 성질은

유지된다. 가시투과성은 80% 수준으로 실외 경관이나 밝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
며, 유리에 흡수된 열로 이슬 맺힘 방지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초대
후민코팅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싱가포르였다. 적도에 위치한 싱가포르
에서는 연간 평균기온이 30℃를 웃돌기 때문에 냉방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많다.
또한 일부 전력을 말레이시아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6년 일본 국내 전시회에 발표된 후민 코팅 관련 뉴스를 전해들은 싱가포르 정
부는 후민사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출전제의를 하였다. 이에 후민사는 전
시회에 출전하는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를 대상으로 특별 프레젠테이션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후민사는 2007년에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설립, 후민 코팅의 판매와 시
공을 시작했다. 현재 이미 30건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으며, 2009년에는 싱가포르
에서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약 건축물에 주어지는 상인“그린 마크 플라티나”
를 수상
했다.
한편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해외 환경기술 관련 전시회에 출전, 싱가포르 외의 국
가에서도 후민 코팅을 홍보해 왔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쇼핑센터에 후민
코팅이 도입된 실적이 있고, 기타 태국, 홍콩, 대만 등에서 도입이 결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완벽한 도장 방법
후민사는 원래 도료를 취급하지 않았다. 1978년 창립 이래 의약품 도매 사업을 해
온 회사의 사업 전환 시기는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였다. 이때 사
장은“남은 인생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
로, 2000년에 의약품 도매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다.
후민 코팅 개발의 계기는“휴대폰”
이었다. 보급 초기에는 휴대폰 본체가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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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면 쉽게 뜨거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개선되었다. 후민사
사장은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의문점은 반도체 관련 전시회를 방문
했을 때 해소되었다. 그 전시회에서 휴대폰 본체에 도장된“안티몬 도핑 산화주석
(ATO)”
이 열을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을 유리 창문에 응용하면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일조할 것”
으로 생각한 사장은
ATO를 주요성분으로 한 투명한 도료 개발에 나섰다. 도료 개발은 쉽게 성공했으나,
문제는 도장 방법이었다. 먼저 스펀지에 코팅제를 묻힌 후 유리 표면에 도료를 칠해
보았으나, 도장이 반점모양이 되고 비뚤어짐이 생겨서 균일한 두께로 도장할 수 없었
다. 유리 상부에서 아래로 코팅제를 흘리는 방법도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스프레이건으로 분사하는 방법도 시도했으나, 코팅제를 균일한 두께로 형성할 수 없
는데다가 부분적으로 경화하여 유리 자체가 흐릿해지거나 모양이 변하게 되었다.
균일한 두께로 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자동차의 와이퍼를 떠올리게
되었다.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한 필름과 빗방울이
일정한 두께로 유리를 덮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장 방법 개발에 착수했고, 이 아이
디어는 적중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건을 개조해서 분사구의 직경
을 크게 한 결과 도료를 균일한 두께로 도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민사의 완벽한
도장 방법은 개발 착수 시점으로부터 3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완성되었다. 개조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도장 방법에 대해서는 2007년 일본, 2008년 싱가포르에서
특허를 취득했으며, 기타 유럽,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10개국에서 특허 출원 중
에 있다.

고용창출로 사회공헌
후민사는 일본 국내에서는 시공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시공을 맡겨 후민 코팅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료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후민 코팅에 특허 사용요금을 덧붙인 금액으로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
허 사용요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후민사가 개발한 도장 방법은 일반적인 스프레이건을 이용하므로 일정 교육을 받
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국내 대리점 안에서는 장애
인에게 도장을 담당시키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인이나 종업원의 고
용을 지키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유리 코팅 사업을 시작한 자동차부품회사 등이 있
다. 현재, 일본 내에 대리점만 100곳이 넘지만, 후민사 사장은 대리점을 더욱 늘려
고용창출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현재 이 회사는 후민 코팅을 전기자동차 차열유리로 응용하는 방안의 새로운 프로
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가 동력이므로 차내 공조(Air
conditioning)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전력량을 최대한 절약해야한다.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단열효과를 가지는 후민 코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차열
유리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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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폐수처리시장을뚫다
일본 다이와 화학

다이와 화학은 종업원 24명의 작은 기업이지만, 현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 넓은 중국의 녹색시장을 평정하기 시작한 강한 기업이다. 다이와는 당초 업소용 드라
이 크리닝 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면서 드라이 크리닝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액이나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
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 기술개발 전까지만 해도 자사 공장 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처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왔는데, 이를 공장 내에서 정화 처리하고 리
사이클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 기존의 폐수 처리 시설
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고농도 폐수와 폐액을 감압 상태에서 증류하여 물과 고체로 분리하는
장치인‘TAKE 減(Gen)’시리즈이다.
다이와화학의 드라이크리닝 기계

출처 : 다이와사 홈페이지

다이와화학의 주력제품 TAKE 減(Gen)

낮은 기압에서 끓는점 낮아지는 원리로 폐수 정화기술 개발
높은 산에서 물을 끓이면, 지상에서 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다. 기압이 낮기 때문이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TAKE 減(Gen) 시리즈 장치이다. 감압 컨테
이너 장치에 폐수와 폐액을 넣고 끓이면 약 50℃에서도 물
이 끓게 되고 증류장치를 통해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기체와
고체 상태로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수 처리장치
에서는 필터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원심 탈수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종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60~70%까지도 높아져서 다시 특수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이 회
사의 TAKE 減(Gen)에서는 수분 함유율이 1%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 장치의 또 다른 장점은 폐수 처리하여 회수된 물을 다시 공장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전자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대당 1200만 엔이라는 고가에도 불구,
일본 내 유수 기업에 160대 가량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술은 다이와 화학만이 가지
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달리면서 중국시장을 노린다.
국내시장에 만족할 수 없었던 다이와 화학은 세계 최대 녹색시장으로 변해가는 중국시장
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중일 에너지 절약 환
경기술 교류 전시회’
에 참가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의 성능을 인상 깊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비용이 들어가더라
도 실제로 보여주자는 결심을 하였다. 일본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 수집한 폐수를 모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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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정밀한 시험결과와 처리 후 달라진 물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보여주
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10만 엔가량의 비용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투자였
는데 물론 자사 부담이었다.
이 회사 도이 준이치 사장은“깊게 생각하면 다리가 멈춘다.”
는 신념을 갖고 있다. 즉, 시
장개척활동이 무언가를 꼼꼼히 따지고,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진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빠르게 확장되는 중국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는‘스피드가 생명’
이라는 신념으로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
이다.
이는 중국시장 진출을 철저히 현지화 하여 현지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었다. 홍콩, 심천, 쑤저우 지방에 협력공장을 확보하여 현지생산을 강화하고 코스트를 절
감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 확충에도 신속한 행보를 보여 1년 남짓한 기간에 중국과 태국에
해외 거점을 구축하였다.

기술유출 우려에도 중국대학과 MOU 체결, 네트워크 강화
다이와 화학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또 하나의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된다. 2010년 10월,
북경대학 심천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다. 당시 주변에서는 중국으
로의 기술유출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중국 내 협력공장을 선택할 때도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기술 보안이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도이 준이치 사장은“철저한 지적재산권 관리체제를 운영
하여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을 것”
이라고 설득하며, 사내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제, 북경대학과의 공동연구는 기술개발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 외에도
중국 내 유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중국 정부 및 관련업계, 학계에 인맥을 쌓는 보이
지 않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독창성, 유연성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모범사례 보여줘
다이아 화학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기술의 독창성이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드라이
크리닝 기계를 만들다가 고도의 폐수·폐액 정화처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된 것이다. 더
욱이 그 출발점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발생하는 폐수나 폐액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점
을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 더욱 돋보인다. 이미 거래 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기존 제품(드
라이 크리닝 기계)에 만족하지 않고, 녹색시장, 그 중에서도 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수요가
무한히 급증할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중국이 미래 녹색시장
의 열쇠라는 점을 간파하는 등 미래를 예견한 점도 종업원 규모 30명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
업으로서는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사만의 방식을 고집하여 일본 국내생산을 고수하는 대신, 중국 현지 협력공장을
통해 현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이제 중소기업들도
글로벌화 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는 이 회사 도이 준이치 사장의 말처럼 미래지향적
인 시각으로 과감하게 밖으로 나아가는 모범사례를 다이와 화학은 보여주고 있다.

폐수·폐액 감압 처리설비

출처 : 다이와사 홈페이지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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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추적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
스페인 OPDE 그룹

나날이 성장하는 태양광 발전 산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풍력발전보다 소음
이 적으며 도심 내에도 설치가 용이한 점은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저렴해지는 설치
비용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
부 유럽국가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용이 Wp(최대출력전력)당 최저 2.5유로까
지 단가가 낮아졌으며, 스페인의 경우 2010년 여름 총 전력생산의 4%가 태양광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EPIA(유럽태양광산업협
회)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전년보다 100%나 성
장한 14.3~16.5GW 수준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총 37~39GW대의 누적발전
량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과 같은 EU국가들이 태양
광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도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우후죽순 태양광 시설 제조 및 설치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축 태양광 추적시스템의 선두기업으로 부상
태양광 산업에서 명성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스페인 기업은 Isofoton사(광전지
셀 제조)나 Atersa(태양전지판 제조 및 태양열 발전소 설비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비해, OPDE 그룹은 상대적으로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태
양광추적기 분야에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되어 최근 5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해 온 OPDE는 현재까지 약 1GW 규모의 태
양광 설비자재(태양광추적시스템 282㎿, 인버터 528㎿, 태양광 모듈 284㎿)를
공급하였다. OPDE 그룹은 크게 세 개의 계열사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각종 태양광
추적시스템을 개발/제조/유통하는 Mecasolar사, 모듈 및 인버터 유통전문
Proinso사,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전문 OPDE Photovoltaic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Mecasolar사로 단축/양축 태양광 추적 장치
및 고정식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5년 설립 이후 빠
른 속도로 성장해 태양광추적기 시장 내 입지를 다졌는데, 특히 양축 태양추적기
(Dual-Axis Solar Tracker)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우수해, Mecasolar사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 양축 태양추적기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린
바가 있다. 이후 태양광 추적 장치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현재는 예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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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점유율 유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설립 이

연간 태양추적기 생산가능규모

후 5년 만에 스페인은 물론 해외 4개국(미국, 캐나다,
이태리, 그리스)에 생산기반을 보유하는 등 세계시장

(단위: 대)

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2009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기존 주력시장인 유럽을
벗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새크라멘토 시에
94대의 양축 태양추적기를 설치하기로 결정, 전량 현
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지생산 방식은 해당 지역 내 고용창출로 이어져 현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Manufactured by USA" 효과로 인해 미국 내 재
생에너지 촉진 보조금 수혜여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출처: Mecasolar사 홈페이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와 같은 대내외적 활약에 힘입어 영국계 유력 태양에너지 잡지인 PV
Solar는 Mecasolar사의 양축 태양추적기‘MS Tracker 20'을 2009년 최우수
태양광제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10년 품질보증이 성공비결
Mecasolar사가 그간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본기 충실
에 있다. 즉, 고객이 필요하고 불안해하는 점을 파악해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토탈 솔루션 제공
에 있다. Mecasolar는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제조, 유통
업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
게 각기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맡기는 것 보다 Mecasolar를 통하는 방법이 시간
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같은 그룹 계열사인 Proinso가 판매하
는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와 모듈을 함께 제공받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 기업을 통해서 해결 받을 수 있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Mecasolar사는 자사제품의 고성능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판매하는 모든
태양추적기에 대해 10년 품질보증(Factory Warranty)을 제공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제조 공정 과정 중의 문제로 인한 불량품의 교체 혹은 수리 서비스
를 최소 10년간 누릴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Mecasolar에서 생산한 태양추적기를 구매할 시 Barclays, UBI, Santander,
BBVA 등과 같은 세계유수은행에서 최대 100% 융자지원이 가능해, 적은 투자 자
본으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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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라인으로 소비자 끌어
Mecasolar사의 또 다른 매력은 제품라인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이 회사의 제품군은 크게 단축 태양광추적기(1-Axis Azimuth Tracker), 양축 태
양광추적기(2-Axis Solar Tracker),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Fixed Structure)로
나뉘어져 있다.
Mecasolar 제품 중 양축 태양광추적기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데, 기존 고정식
발전시설보다 최소 35% 이상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Mecasolar의 고정식 시설제품은 다른 종
류의 제품에 비해 빠르고 손쉬운 설치가 가능하며,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협소한 지역에
보다 많은 태양광 판넬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용융아연도금(Hot-Dip
Mecasolar사 태양광추적기
Galvanized Steel)으로 제작되어 시속 150km/h의 강한 바람에도 별
다른 고장 없이 견딜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 환경이 열악하고 날씨가 변
화무쌍한 지역에 사용되기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단축 태양광추적기 역시 Mecasolar사의 대표제품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단축 추적기가 실용 및 경제적인 면에서는 고정식 제품의 장점을
닮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양축 추적기와 비슷한 점이 많아 여러
곳에 무난히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단축식 제품의 가
격은 고정식 제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반면, 에너지 발
전 효율성은 수동 방위각 조절기능에 힘입어 양축식 제품과 비슷한 효과
Mecasolar사 고정식 태양발전시설
를 낼 수 있다. 또한 고정식 제품에 비해 유지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양축식 제품의 추적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0.37㎾h/year) 무
게가 가벼워 운반이 쉬운 점이 주요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 Proinso 홈페이지(www.proinso.net)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기반 다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casolar사가 6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
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크게 호황을
누리면서 태양광 추적 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특히, 스페인 자국 내수
시장이 타 국가와 비교해 급성장을 거듭하며 안정된 매출기반을 다진 것도 Mecasolar
사의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상의 품질유
지는 자국 시장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밑거름
이 되었다. 또한, 10년 품질보증 제도를 통해 바이어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Mecasolar사의 비즈니스는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정
확히 파악하는 기업이라면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단기간 내에 충분히 세계로 뻗어나
갈 수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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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과참신함으로탄생한‘Ecofont’
네덜란드 Ecofont

호기심이 대박 아이디어 창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에서 소규모 마케팅·홍보 에이전시 Spranq사(2007년
설립)를 운영하는 Alexander Kraaji씨와 Gerjon Zomer씨는 1년에 한두 건씩
은 고객주문이나 수익에 관계없이 아이디어-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경우 외부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2008년 이들의 호기심은‘잉크를 덜 쓰고 프린트하는 방법은 없을까’
로 시작했
는데‘잉크가 찍히는 부분을 줄이면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 적정 수준’
을 찾아내기
위해 야근을 반복하며 곡선 넣기, 직선 넣기 등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글자
안에 작은 구멍을 넣되 외곽선은 온전히 유지해야 잉크를 절감하면서도 읽기에 불편
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케팅 담당 Tom Streumer(왼쪽)와 대표 Alexander Kraij(오른쪽)

이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여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살짝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수백만 명이
해당 글을 읽고, 세계 각지에서 관심과 문의가 쏟아졌
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USA TODAY, MSN,
영국 Guardian 사이트 등에 소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08년 말 European‘대박 아이템’
의탄
생을 감지한 Alexander Kraaji씨와 Gerjon
Zomer씨는 2009년에 투자자 Rick van den Bos
씨와 함께 Ecofont사를 창립하였고, 2010년 중반에
는 마케팅&세일즈 담당으로 Tom Streumer씨를 영

출처 : 암스테르담 KBC 촬영

입하였다.

‘단순함’
이 무기
Ecofont의 위력은‘단순함’
에 있다. 인쇄 시 폰트를 수정해 글자 안에 작은 구멍
이 생기게 함으로써, 구멍이 없을 때 보다 적은 잉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제까
지 인쇄 관련 지속가능성 추구는 주로 종이나 프린터에 집중되어 왔다. Ecofont를
접한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며“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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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라며 미소 짓게 된다.
‘인쇄할 때 글자에 구멍을 내 잉크를 덜 쓰게 한다’
는 단순 명료한 논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Ecofont를 통해 절약하는 되는 결과는 육안 또는 통계를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Ecofont는 ‘ visible
sustainability’
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주
어지는‘European Environmental Design Award’
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상용화에는 난관도 있었는데, 바로 기존 폰트와의 호환 문
제였다. 인쇄 시 글자 안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하기 위해 새로운 폰트를 개발하고
일반 Arial체 인쇄와 에코폰트 인쇄 비교
·Arial

·Ecofont Arial

vitae, vitae,
출처 : www.ecofont.com

사용자가 이 폰트만을 사
용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약해보였기 때문에 최상
의 선택은 기존의 폰트와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존 폰트를
수정해주는 소프트웨어

를 판매하기 위해, font foundry에 접촉해 사용권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폰트 판권
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에코폰트(Ecofont) 사용법
컴퓨터에 에코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MS 워드나 아웃룩 사용 시 상단에
에코폰트 버튼이 뜬다. MS워드나 아웃룩에서 Arial, Calibri, Times New
Roman, Trebuchet MS, Verdana체 등 5
에코폰트로 인쇄하기
가지 글씨체 중 하나로 타이핑한 후, 이를 인쇄
할 때 에코폰트 스타일로 인쇄하고자 한다면 폰
트를 바꾸는 절차 없이 상단의 에코폰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에코폰트 스타일 아닌 기존
방식 인쇄를 원한다면 일반 인쇄 버튼을 클릭하
면 된다.
인쇄 시에만 에코폰트로 인쇄 가능하기 때문
에 원래 폰트 그대로 유지하여 문서를 저장, 전
달함에 있어 전혀 번거로움이 없다. 에코폰트
사에 따르면 에코폰트 인쇄 시 가독성(可讀性)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12포인트의 글자 사
이즈가 적당하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에코폰트 사에서는 에코폰트 프린
트 옵션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데, 아웃룩 메
출처 : www.ecofo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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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 일부 내용만 취사선택하기, 컬러프린트에서 흑백으로 프린트하기, 이미지 제
외하고 프린트하기, 이미지만 grey로 프린트하기 등의 옵션 구현을 앞두고 있다.

Every little helps,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에코폰트 소프트웨어는 25%의 잉크 혹은 토너 사용을 절감해준다. 컴퓨터 한 대
당 연 8000장, 연간 총 8천만 장을 흑백으로 인쇄하는 업체에서 75%의 인쇄물을
에코폰트로 인쇄한다고 가정한다면, 3년간 33만 750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
생한다. 에코폰트 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리며, 인쇄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2개월도 가능하다.
에코폰트(Ecofont)사는 단순히 토너 혹은 잉크 절감 뿐 아니라, 프린터 토너 및
잉크를 생산하는 과정과 종이 재생 과정(잉크 희석 과정)에 드는 환경피해 감소 효과
도 강조하고 있다. 에코폰트 도입 가능성 타진을 원하는 회사는 에코폰트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컴퓨터 대수에 따른 투자수익률(ROI) 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에코폰트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까지 확
인할 수 있다.
누가 사용하나
개인용도의 인쇄물, 회사 내부사용 용도의 인쇄물, 한 번 읽고 버려지는 인쇄물의
경우 에코폰트 사용에 적합하다. 특히 학생들, 사무직원들은 프리젠테이션이나 상
사 보고를 앞두고 자신의 보고서를 인쇄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이 때‘인쇄→리뷰
→수정’단계가 반복되기 때문에 잉크낭비를 막는 데 에코폰트가 매우 훌륭한 대안
이 될 수 있다.
에코폰트 사는 특히 정부기관, 파이낸셜 업체를 적
에코폰트 도입에 따른 ROI 보고서의 예
절한 타켓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파이낸셜 업체들의
경우 일반 업체에 비해 인쇄율이 4배 높으며, 이미지
쇄신을 희망하고 있어 에코폰트와의 결합에 이상적이
다. SAP등 각 업체가 쓰는 내부 시스템에 맞는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 관심
Ecofont사 의 마 케 팅 &세 일 즈 담 당 Tom
Streumer씨에 따르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시
장은 미국과 캐나다이며, 그 다음은 브라질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부 남미
국가에는 이미 대리판매업자를 두고 있으며, 아랍권
국가, 방글라데시, 터키, 호주의 업체에서도 에코폰트
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 암스테르담 KBC 촬영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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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Streumer씨는 미국의 경우 실제 사용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유럽의 경우
는 훨씬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Ecofont 시장 비중 가
운데 베네룩스는 10%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일례로 위트레흐트 시장이
시청 내 에코폰트 사용을 결정했음에도 하부조직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를 원해 실제
구매가 장기간 미루어져오고 있는 상황)
The Times, CNNturk.com, National Geographic, Economist 등 유
명 언론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세계 곳곳의 미디어가 스스로 에코폰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National Geographic지는 조만간 한 세션을 정해 잡지 전체를 에코폰
트로 프린트해 발행할 계획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에코폰트를 접한
잠재고객들 측에서 먼저 접근해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폰트 사는 마케팅에는 따로 비
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
Tom Streumer씨는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을 그린 솔루션과 비용절감, 아이템
의 단순명료함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자사에
‘Green'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에코폰트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고‘친환경적이고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고 하니 어떤 아이템인가 살펴
보게 되고, 워낙 심플하다보니 즉각적인 제품 이해가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공통적
인 반응은 'why not?’
이다.

Ecofont in Korea
다국적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생명(Allianz Life)의 한국지사에서는 internal
use용으로 에코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내부 문서를 Arial체와 굴림체 두 가
지로 한정해 에코폰트로 프린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업체와 인터넷 운영업체에
서도 기업 내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에코폰트 사는 현재 조심스럽게
한글 글씨체와 에코폰트와의 호환 가능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한글 워드와 에코폰
트와의 호환 가능성 개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0만 명의 유료사용자 확보가 목표
에코폰트 사는 판매경험, 파트너쉽 경험을 쌓은 나라를 중심으로 현지 문화와 언
어에 익숙한 판매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인쇄
업체이든, 소프트웨어 업체이든, 지속가능성 자문업체이든, 마케팅업체이든, 에코
폰트의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시장개발 계획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Tom Streumer씨에 따르면 에코폰트 사는 현재 1만 6000명의 유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1차 목표는 10만 명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
는 전 세계인의 에코폰트 인쇄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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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처리기술로세계시장을뚫는다
싱가포르 SIF Technologies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수처리 기술 DPA
SIF Technologies사는 다른 수처리 기업들과 달리 여과 과정이나 멤브레인 기반
의 수처리 기술이 아닌 캐비테이션 원리에 기반한 자체 특허기술인 DPA 기술을 바탕
으로 화학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 수처리를 전파하고 있다. 1894년 처음 발견
된 캐비테이션 현상은 액체의 살균 및 소독, 잘 섞이지 않는 물질들의 유화, 화학반응
강화 등의 효과를 보여 혼합, 유화, 살균 및 소독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캐비테
이션 수처리 기술은 높은 에너지 사용량과 캐버티 손상 문제, 보통 별도의 모터가 필
요하다는 점과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점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SIF Technologies에서 캐비테이션 원리에 기반을 두어 개발한 수처리 특허
기술인 DPASYS 캐비테이션 과정은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이 높은 솔루션들을 가능
하게 만든다. DPASYS는 작동하는데 전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캐버티 손상 문제가
없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캐비테이션 기술과 다르다.
DPA 기술은 수산업, 농업, 석유 및 가스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DPA 기
술을 활용하면 용존산소량 증가, 유해한 세균 증식 억제, 전기 사용 불필요, 최소한의
유지 보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수처리 기
술이라는 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싱가포르를 넘어 해외로
싱가포르에서 SIF Technologies는 다양한 프로젝
트를 통해 정부와 기업들이 친환경 수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싱가포르 내
대표적 화학공장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감축 프로젝트,
하천의 생물적 환경 정화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젝
트, 싱가포르 언더워터월드 프로젝트 및 비샨공원 프로
젝트 등이 있으며, SIF Technologies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SIF Technologies에서 싱가포르 수산증
식 업계를 도와 재활용한 물의 규모가 최소 8억 ℓ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
SIF Technologies에서는 싱가포르를 넘어 해외시
장에도 진출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 정부, 방콕 시 당국, 스리랑카 주

인니 국영양식장의 DPASYS 1000

출처 : SIF Technologies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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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해외 정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해 해외에서 1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20개 이상의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DPA 시스템 실험 2주 뒤 물 상태(좌: 일반 물/우: DPA 처리 물)

출처 : SIF Technologies

인도네시아 양식장 물을
정화하다
일례로 SIF 사에서는
2006년 초 인도네시아
협력사와 함께 인도네시
아 국유 양식장 프로젝트
를 추진하여 양식장에
DPA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질 개선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양식
장에서는 높은 생산비 문제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물고기가 판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사료
전환 효율이 높다는 문제에 처해 있었다.
고객인 양식장의 문제 상황을 파악한 뒤 SIF Technologies와 인도네시아 협력사
에서는 양식장을 위한 맞춤형 수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개월 동안 틸라피아 물고
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험했다. 동일한 크기의 기본 사육 탱크 두 개를 준비해서
한 쪽 탱크에는 DPASYS™ 1000을 설치하여 DPA 처리를 거친 물에 물고기를 기르
고, 다른 한 쪽 탱크에서는 기존과 같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물에서 물고기를 길러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켜본 것이다. 물고기에게는 하루에 두 번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결과 평가를 위해 두 탱크의 총 용존산소량과 pH 수준, 기온 등을 측정 및 기록하고,
실험 종료 후 물고기 성장률과 사료 전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2주마다 두 탱크에
서 샘플 물고기를 채취하였다.
5개월 동안의 실험 결과는 DPA 시스템 사용이 수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을 입증해주었다. 실험 시작 불과 2주 만에 일반 물에서는 조류가 급증한 반면 DPA
시스템 처리를 거친 물에서는 조류 발생이 적어 물이 더 깨끗한 것이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DPA 시스템이 처리한 물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물에 비
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총 용존산소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세균 수준 및 평균
ph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DPA 시스템 처리를 한 물에서 기른 물고기는 그렇지 않은 물에서 기른 물고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더 적은 사료를 소비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실험 종료 후 두 탱크에서 자란 물고기 크기를 측정한 결과 DPA 시스
템 처리를 한 물에서 자란 물고기의 평균 길이, 너비, 두께 및 무게가 처리를 하지 않
은 물에서 자란 물고기보다 더 크고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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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내부 상태도 DPA 시스템 처리를 거친 물에서 자란 물고기가
더 양호했다. 두 탱크에서 자란 물고기를 부검한 결과 DPA 시스템 처리를 거친 물에
서 자란 물고기의 아가미가 더 선명한 색을 띠었으며 투명도도 높아 물의 오염이 적었
음을 보여주었다. 물고기의 창자 색 역시 DPA 시스템 처리를 거친 물에서 자란 물고
기가 상대적으로 플랑크톤을 덜 함유해 더 선명한 색을 띠었다.

친환경 수처리 특허기술로 차별화
친환경 수처리 전파 노력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SIF
Technologies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인 Paul Seneviratne 박사는 화학 성분을 사
용하지 않는 수처리 기술인 DPA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
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2003년 현재 SIF Technologies의 CEO인 영업 및 마
케팅 전문가 Matthew Tan을 영입하여 DPA 수처리 시스템의 상업화를 위해 노력
했지만, 녹색화 움직임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 수처리 업계에서는 화학물 사
용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환경관리와 녹색화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수처
CEO Matthew Tan(좌)과 설립자이자 책임자인 Paul Seneviratne 박사(우)
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2004년 말 싱가포르 정부의 신생기업 자금지원 프로
그램인‘SEEDS'로부터 3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금 제
공을 받는데 성공했다.
자금 확보와 함께 SIF Technologies에서는 개발
한 친환경 수처리 기술의 특허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기술의 이로움을 증명해 줄 입증자료 부족 문제
를 인식하고 실험실 보고서 및 기술 적용 실험 결과들
을 문서화하였으며, 제3의 과학자들로부터 결과물들
을 공 인 받 았 다 . 이 러 한 과 정 을 통 해 SIF
Technologies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처리 특허기술을 갖추고 다른 경쟁기업들과 차별화
에 성공할 수 있었다. 친환경 수처리라는 차별성을 바
탕으로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비즈니스
출처 : SIF Technologies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친환경 솔루
션들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키고 명
성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SIF Technologies 사는 녹색기술 솔루션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계적인 녹색화 움직임에 따라‘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물 처리의 비약적 발전’
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내
의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SIF Technologies의 친
환경 수처리 사업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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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빗물저장탱크로세계시장진출
미국 Rainwater Hog
미국의 Rainwater Hog사는 빗물 저장 탱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기
업이다. 빗물 저장 탱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물 절약을
위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탱크에 모인 빗물은 정원에 물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도 사용되고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사용된다. 빗물은 연수여서
세척 후 미네랄이 남지 않아 여러 목적으로 유용하게 재활용되는데, Rainwater
Hog사의 빗물 저장 탱크는 미국 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음식물과의 접촉이
허용된 소재를 바탕으로 100%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Rainwater Hog사는 2003년 호주에서 설립되었는데 2008년 미국과 영국으로
첫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보고 본사를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영구 이주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호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
난 3년간 Rainwater Hog사는 건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친환경 디자인 수상 경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고 영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실용성 = 제품 혁신
Rainwater Hog사는 심미성과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세계 시
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존 빗물 저장 탱크가 공간이 부족한 도시 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 부피를 줄여 주택의 벽 뒤, 또는 주택 아래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조립식 물탱크를 개발하였다. 빗물 탱크 개당 부피는 줄
일반 빗물 저장 탱크(좌) Rainwater Hog(우)

출처 : Rainwater Hog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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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지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 오히려 저장 가능한 빗물의 양이 더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물탱크는 어떤 색상으로도 제작이 가능해 정원에 설치해도 조경
을 흐리지 않는 등 집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Rainwater Hog사의 빗물 저장 탱크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지반의 무게
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 바닥 아래에
설치해 낮 동안에 지열을 저장했다가 온도가 내려가는 저녁에 집안을 따뜻하게 해
주는 단열재로도 사용이 가능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 영국의 비영리 환경 단
체인 Sequoien CIC가

집안 바닥에 설치된 빗물저장탱크(Ground Hog)

Ground Hog라고 불리
는 이 제품의 단열효과를
조사한 결과 일반 콘크리
트보다 최소 10%이상의
단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신뢰 쌓아
출처 : Rainwater Hog사 홈페이지
Rainwater Hog사의
Rainwater Hog사의 주요 수상 내역
빗물 저장 탱크는 수차례
환경 분야 상을 수상한
•SPARK international design award
•GreenSpec’s Top 10 Green Building Products for 2008
바 있는데, 수상경력은
•California Home & Design Magazine’s Eco Product Award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
Winner for 2009
•The Green Log Awards에서 The Best Water Conservation
을 주었다. 제품에 대한
Solution 2009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수상경력은 곧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Rainwater
Hog사의 컨설턴트인 Simon Dominguez는 코트라 뉴욕 KBC와의 인터뷰에서 해
외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없고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Rainwater
Hog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상 내역
이 해외 판로 개척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맨 파워
Rainwater Hog사는 설립자인 Dominguez 부부와 마케팅 책임자인 David
Cannington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Rainwater Hog사의 대표인 Sally Dominguez는 건축가로 활
동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녀가 디자인한
Sally Dominguez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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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Breaking Nest high Chair는 호주 Powerhouse Museum에 영구
전시되어 있고 미국 ABC 방송의 발명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출연 할 만큼 이미
국제적으로 디자인 역량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Rainwater Hog 또한 그녀
의 감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작품
‘이다.
Simmon Dominguez는 Sally Dominguez의 남편으로 현재 Rainwater
Hog사의 리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Simmon은 국제금융 및
세일즈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빗물 저장 탱크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신 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타고난 친화력으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Rainwater Hog사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immon Dominguez

David Cannington은 Rainwater Hog사의 마케팅 디렉터로
25년의 해외마케팅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David은 네슬레와 델
몬트 같은 Fortune 1000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생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Rainwater Hog사가 국제적인 입
지를 넓혀 가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avid Cannington

해외진출도 활발
영국 건축회사인 Tzannes Associates는 Rainwater Hog사의 빗물 저장 탱크
를 주택건축에 활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주택 현관 아래에 11개의 물탱크를 설치하
여 눈에 띄지 않게 정원의 스프링쿨러와 연결하고 6개의 물탱크를 담장 옆 통로에 설
치하여 정원 및 빨래용 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관 밑에 있는 11개의 물탱크에는
1980, 담장 옆 6개의 물탱크에는 1080ℓ에 달하는 양의 물을 저장 할 수 있어,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며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실용성과 마케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열쇠
Rainwater Hog사는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Sally Dominguez의 창의
성과 세련된 감각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David Cannington과
Simmon Dominguez의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의 활용성을 높
임으로서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일부터 찾아서 쓰고 권장하는 기존 친환
경 제품의 개념에서 벗어나 제품 자체만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우리나라에도 Rainwater Hog와 같
은 빗물 재활용 제품이 하루 빨리 일반화 되어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58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수
자원 관리 시장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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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접착제로세계를누빈다
독일 cph Deutschland

특수 접착제 분야의 작은 거인
독일 에센(Essen)에 소재한 cph Deutschland GmbH(유한회사)는 총 고용인
원 250명의 산업용 접착제 및 효소 생산을 전문으로 하
2009년 중소기업 대상 수상
는 중소기업이자 가족기업이다. cph는 식료품 산업이
나 포장산업, 제지가공 산업 및 담배산업용 친환경 상
품 레이블용 접착제를 주로 생산하며, cph의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용 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 회사는 비록 소규모 중소기업이긴 하나, 접착제
시장에서는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확고부동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cph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산업계의
고전이 이어졌던 2009년에 독일 중소기업 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혁신적인 성장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2009년 기업 매출
은 원자재가격 하락세로 11%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영업이윤은 전반적인 경제위
기에도 불구하고 28%나 증가하는 등, 위기에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다양한 핫멜트(Hotmelt) 접착제

출처 : cph사 홈페이지

R&D 투자를 통한 제품 혁신성으로 승부
1980년대 말 PET병의 개발은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코카콜라는 가벼우
면서도 파손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의 PET 병을 1990년도에 도입하였으나, 레이
블이 플라스틱 소재에 부착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심각한 봉착했다. 당시 에센에 소재
했던 독일 코카콜라는 인근 cph에 자문을 요청했고, cph의 R&D팀은 특수 접착제
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8억 개의 PET 병이 유통되고 있으
며, 세계적으로 매 초마다 만 개에 이르는 용기에 chp의 접착제가 사용된 플라스틱
병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은 cph의 성공은 꾸준한 R&D 투자를 통한 나름대로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
으로 한다. cph는 잉크와 효소 개발 외에, 이미 1983년도 최초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자연성분의 친환경 프로테인 소재 산업용 접착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터전을 마련했다. 창립 15년인 1990년도에는 독일 내 상품 레이
블용 접착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부상하였고, 1993년도에는 독일 특허청에 실용신
안특허를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cph는 기존의 Protac 레이블접착제 외에, 우유의 주 단백질인 카세인(Casein)과
하이드로젤 접착제를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담배용 접착제와 함께 티슈 및 제지 커버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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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접착제의 기능도 개선하였다. cph의 카세인 접착제와 반 합성 및 하이드로젤 접착
제는 냉수에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 즉 일주일
이상 견고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chp의 신제품 개발의지
는 유수한 세계 주요 음료수와 식료품 회사를 주 고객으로 확보하는 성과 외에도, 담
배 제조 시 사용되는 접착제에서 아기 귀저기용 접착제나 새로 생산된 가구의 보호용
덮개 비닐용 접착제에 이르기까지 총 700여 개에 이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는 결
과를 낳았다.
또한 현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품은 개발된 지 5년 미만의 제품들로 cph의
실험실은 연간 10여 개의 신개발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총 40여 개
의 신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cph는 현재 연간 총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chp의 노하우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의 원동력이
라 할 수 있다. cph는 현재 실험실과 세미나실 신축과 함께 R&D와 판매 부문 고용
인원 충원 계획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현재의 성공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R&D
를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제품의 친환경성 및 친환경 경영 방침 추구
친환경성과 소재의 효율성은 엄격한 품질관리경영 외에 창업 이래 cph의 기업 철
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cph는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남 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cph는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환경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원료와 부자재 사용에서 친환경 공법, 환경오염 방지 및
최소화,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장기적인 친환경정책 콘셉트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총체
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영 철학 하에 cph 제품은 주로 자연성분을 기초로 하며, 모든 제품에는
중금속이나 포르말린 내지 페놀 성분의 합성보존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또한 chp
의 제품의 화학 및 생물학적 폐수수치(COD, BOD)는 관련 분야시장에서 최고의 수
준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1995년 EU 차원의 친환경경영기업인
증인 EG 에코 Audit(EMAS 1836/93) 인증을 획득했다.
cph는 2000년에 에센에 신 공장을 설립하여 초현대식의 생산시설과 함께 친환경
기준을 도입하였고, 친환경 접착제 생산 외에도, 접착제 보존용기로 사용되는 소재도
친환경 공법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은 화학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cph의 세계화 실현
시베리아산 보드카나 아프리카산 맥주, 미국산 콜라, 프랑스산 요구르트에는 공통
점이 있다. 이는 바로 이 모든 제품 용기에 모두 cph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다. cph는 1975년 중소 화학기업으로 출발한 이래 현재 세계 52개국에 진출하였
고, 아르헨티나에서 사이프러스(Zypern/Cyprus)에 이르기까지 chp의 제품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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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누빈다. chp의 주 고객은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 펩시, 하이네켄, 네슬
레, Danone, Procter&Gambel과 독일의 유명 맥주회사 Radeberger,
Krombacher 등이다. 이에 따라 chp는 독일에서 생산된 접착제의 80%를 세계 80
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총 매출의 90%가 해외 매출이다.
cph의 CEO이자 기업 소유주인 쉬트펠츠(Gerwin Schuettpelz)는 chp의 핵심
전략으로 엄격한 비용 관리를 통한 제품 혁신 및 글로벌 활동 강화를 든다. cph사는
“고객에 귀 기울이고 유
연하게 대응한다.”
라는

접착제 보존용 친환경 재활용 용기

접착제 혼합 공정

방침 하에 기술적 노하우
개발 외에도 글로벌 네트
워크를 구축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ph사는 1998년에 최초
로 러시아 바르나울
(Barnaul)에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모스크
바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

출처 : cph사 홈페이지

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독일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선 조건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진출한 이후, 2009년부터는 인
도 진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현지 제품 생산으로 인도와 태국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브라질 생산 공장 건설도 검토
하는 등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cph의 해외 진출은 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거점 투자
중심으로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고객과 인접한 현지 생산 및 판매 거점을 통해
인근 주요 시장을 공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ph사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전략
추진 과정에서 세계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cph사의 제품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는 성장시장인 아시아 국가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cph사는 인도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평균 이
상의 매출 및 이윤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비용이 높은 카세
인 접착제에 비해 기능성이 강한 하이드로젤 접착제가 인기몰이 중이다.
이 외에도 cph사는 알제리,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의 신규 시장 진출에
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cph의 시
장 개척은 계속될 전망이다. cph의 관계자는,“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말하며, 향후에도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부상한 cph는 작은 가족기업으
로서 세계 시장을 누비는 독일의 작은 녹색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늘도 이
작은 거인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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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폐기물에서 공업원료 창조
영국 Rock Tron
‘리’
자인 인테리어, 재활용소재 의류 등의 그린아이템 트랜드에 이어 최근엔 산업 폐
기물 재활용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영국 Keynsham에 위치한 Rock Tron사는 2000년도에 설립된 그린기술 업체이
다. 1980년대부터 석탄재에서 탄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연구해 온 Rock Tron은
1992년에 석탄재(Fly Ash: 플라이애시)를 유용한 공업 미네랄로 전환시키는 Total
benefication Method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Beneficiation 방법이 상당한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Rock Tron은 결국 회사를 설립하고 Beneficiation방
법을 통해 시멘트 재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자연배출 되었던 플라이애시의 모습

Rock Tron의 출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
다. 세계 석유조합(World Coal Association)에 따르
면 2009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약 474 exajoules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1%가 석탄 연소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이애시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
가피한 가루형태의 미세폐기물이며 과거엔 아무런 청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중에 배출되었다. 하지만 수
은, 우라늄, 비소와 같은 발암물질과 환경유해물질이 대
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로는 필터 채취
후 지정장소에 매립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출처 : Rock Tron사 홈페이지

그렇지만 이러한 대체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 오늘날

세계의 석탄발전소들은 약 65억 톤 이상의 플라이애시를 매립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으
며 영국은 매년 약 60만 톤의 플라이애시를 배출하고 있다. 영국의 플라이애시 처분 비
용은 현재 매년 15억 파운드에 달한다. 매립지 부족, 주변의 환경오염, 어마어마한 처치
비용, 그리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라이애시의 처리 문제는 오랫동안 골
칫덩어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라이애시를 100% 활용하여 공업 미네랄로 전환시키
고, 발전소의 플라이애시 처치 비용 부담을 해소해 주는 Rock Tron의 Beneficiation
방법은 매우 여러 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Total Beneficiation 으로 생산되는 공업 미네랄
Rock Tron의 Beneficiation 과정을 통해 α
시멘트 성분, δ
시멘트 성분, 산화철, 코
크스, 세노스피어의 5종류 미네랄 성분 생산이 가능하다.
α
시멘트 성분은 시멘트 반죽에 첨가 시 접착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δ
시멘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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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벽돌, 타일 등을 만들 때 경도를 높여줘 내구성을 향

Total Beneficiation 방법으로 생산되는 공업 미네랄과 재료

상시킨다. 산화철은 용도가 광범위한 매우 쓸모 있는 원
료이다. 철강제조에도 쓰이며 염료제작, 가죽제조, 화장
품 등에도 함유된다. 또한 자력성질도 갖추고 있어 자석
필러나 신용카드 자기 띠로도 제작된다.
코크스는 주로 철광석 제련과정에서 환원제로 쓰인
다. 코크스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철광석을 환원시키
며, 이 과정에서 철분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료로 다시

산화철

시멘트

세노스피어

코크스를 사용한 철광석 제련과정

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유용한 공업물질이
다. 마지막으로 세노스피어는 속이 가스나 공기로 찬 미
세 규산알루미늄 재질이다. 가격이 다른 미네랄 성분에
비해 경제적이어서 플라스틱, 에폭시, 코팅 재질 제조 시
대체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과거 골치 아픈 폐기물로만 여겨졌던 플라이애시는
Beneficiation 방법으로서 더 이상 유해물질이 아닌,

출처 : Rock Tron사 홈페이지

유용한 공업 재료들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원료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으로
2010년 10월 에 열 렸 던 International Greentech & Eco Products
Exhibition & Conference Malaysia (IGEM 2010) 후, Rock Tron은 말레이시
아의 대표 전력회사인 Tenaga Nasional Berhad (TNB) 와 MOU를 체결하였다.
매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250만 톤의 플라이애시와 더불어 과거 매립 처분되었던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Beneficiation 설비 건설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로서 Rock
Tron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상대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다.
Rock Tron의 마케팅 대표인 Peter Croft는“현재 약 30억 톤의 플라이애시가 아
시아에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에 묻혀있는 플
라이애시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크
게 기여할 것”
이라고 전했다.
불과 5년 사이 플라이애시는 부담스러운 폐기물에서 비용을 치르고 구매하는 고부가
가치 원료재로 탈바꿈하였다. 플라이애시에서 추출된 미네랄들은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
는 원료들인 만큼 최근 레미콘업체들 간의 플라이애시 쟁탈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아시아 각국으로의 진출이 매
우 유리하다. 또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이어감
으로써, 플라이애시 외 bottom ash나 이산화탄소 등 재활용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폐
기물에 대한 재처리 기술 발전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 등을 통해 한국이 세계
의 에너지폐기물 활용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
기를 바란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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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소프트웨어의 1인자
미국 OSI soft
성장유망 녹색산업, 스마트 그리드
2010년 GTM Research는 미국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2010년 56억 달러에서 5
년 후에는 70% 이상 증가한 9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의 경기부양안과 관련하여 전력 사업의 재편성과 시장 경쟁, 협력 증가, 기술 시너지
효과, 대기업 투자로 인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에서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전력회사들이 앞 다투어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고 있다. 효과적인 그리드 관리
시대의 도래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전력회사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Lux Research는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10년 128억 달러에서 2020
년 34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I 시스템으로 가정의 전력사용량 분석
OSI소프트(OSIsoft, 오에스아이소프트)는 실시간 데이터와 이벤트 관리를 위한
기업 인프라의 업계 표준인 PI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으며 107개국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
상장기업으로, 자동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고객이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기업 인트라넷과 인터넷 활용을 통한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며 생산, 에
너지, 전력, 생명공학 등의 업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SI소프트의 PI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운영/제조/사업 데이터로 전
환하여 가시적인 의견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저의 자산 관리, 위험 최소화, 프로세스
개선, 혁신 도모, 실시간 비즈니스 결정, 시장 기회 포착 등을 돕는다. 2만 개 이상의
업체에 P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SAP, 시스코, IBM, 액센츄
어 등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OSI소프트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어느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예측에 필요한 데이
터 수집을 OSI소프트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대상 전력업체와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다.
OSI소프트의 목적은 스마트 그리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에서 사용
되는 전력량을 예측함으로써 전력 발생과 유통망에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다. 즉, 소비자들을 전력 밸류체인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생활의 필수품인 전기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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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지 않는다고 가정 해보자. 세계 경제는 또 다른 공황 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전력
발전소 설립, 전력 자원 고갈 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하
여 전력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그리드의 목표이다.
OSI소프트를 그린기업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소비자 행동 분
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 전력회사의 약 80%가 이미 OS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세계 풍력발전 회사의 약 20%가 OSI를 사용하고 있다.

30년의 기술개발로 업계 1위 고수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다른 업체에게 인수 또는 합병이 되거
나 다른 분야로 제공 서비스를 늘리는 것과 달리 설립 30년이 넘도록 업계 최고의 자
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분야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상환해야 할 투자금도
없었고 비상장 기업으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던 OSI소프트는
컨설팅과 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는다. 오로지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다.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이 빨라지면서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수집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는
데다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OSI만큼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선두 기업의 자리
를 지킬 수 있었다.
소비자 행동분석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
며 소프트웨어 역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모든 소비전력량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구
축하고 있어야 한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사용 기기의 수가 기하급수
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기기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OSI는 이미 추가 기기 등록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적응력을 최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본사에서 OSI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다. 아웃소싱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직원 교육부터 해외 고객 불만 처리까지 모든 부
분을 OSI 소프트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본사에서만 총 69개의 언어로 고객 관리가 가
능하다. 또한 수십 년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인적자원, 특허권은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는 든든한 방패이다.
타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OSI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다. 플랫폼만 제공할 뿐 컨설팅
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OSI 제품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 같은 시스템 사업자들을 위한 신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고객의 선택에 맡기고 고객 간의 성격을 고려한 매치메이킹의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OS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파트너쉽 제휴를 통해 새로운 운영체제가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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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될 때마다 그에 걸맞은 업데이트 버전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나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OSI 제품을 쓰는 업체들이 업데이트된 시
스템을 사용하게 되니 쌍방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 러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미국 전력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전력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
이 없을뿐더러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그리드는 스마트그리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
지만 기존 법률과 자금 등의 이유로 빠른 속도의 신기술 도입은 어렵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은 다르다. 미국과 선진국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그들의 실수를 거
울삼아 신기술 도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OSI는 아시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지방과 아프리카의 개발도상
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회사 수익의 60~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으며 대
형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전력, 통신, 교통까지 OSI의 적용 범위
를 넓히고 있다.
2009년 러시아 진출을 계기로 OSI에서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Export
Achievement Certificate”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내부에
서 전력회사와 정유회사 간의 갈등이 정치 갈등으로 이어지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 행동 분석의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수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2010년 8월 OSI소프트는 KT 제주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위해
SAP Korea와 상호협력을 맺었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두 업체는 KT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스마트그리드 설립의 융통성과 적응성을 돕게 된다.
OSI소프트는 스마트그리드의 실시간 인프라 제공을 선도해왔으며 전력 발전에서 송
배전, 스마트 검침기에 이르기까지 스마트그리드의 모
OSI 소프트-Export Achievement Certificate 수여식
든 요소 파악을 돕는다. 또한 2011년 말에는 기존 고객
만족 및 시장 확대를 위하여 한국으로 한국 지사가 설립
될 예정이다.
2011년 2월 OSI소프트는 중국어 웹사이트 출시와 함
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국
내 두 번째 OSI소프트 고객서비스 센터를 베이징에 설
립하였다. 다른 기업이 중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으
로 삼는 것과는 달리 OSI소프트는 중국 고객사들의 요
청에 따라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것 역시 아웃소싱이 아
닌 본사에서 직접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따른 것이
다.
OSI소프트는 모든 것을 내부에서 관리하면서 한 분야
의 최고가 되었고,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상황
을 고려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출처: OSI소프트 웹사이트

GREEN REPORT 2011 Vol.11

13

유럽시장을공략하는수소발전기술
캐나다 Hydrogenics

Hydrogenics 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Mississauga 시에 있는 직원 120명
규모의 회사로, 중소 수소 발전과 연료전지 제품을 생산하고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60년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 미국 NASDAQ과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주식회사다. 2010년 매출은 2009년 대비 20% 증가한 2260만 캐나다
달러(미화 2300달러)를 기록했다.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아시아, 남미까지 세계
시장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Hydrogenics 사는 수소발전 장비와 신재생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담당하는
OnSite Generation 사업본부와 교통수단과 운반 장비, 비상 백업시스템용 연료
제품을 담당하는 Power Systems 사업본부로 운영되고 있다.

특화된 기술로 수소전지분야 세계 1위 차지
OnSite Generation 사업부문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연간 2천만 캐
나다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Hydrogenics 사는 물과 전기로부터 수
소를 생산하는 전해조 (Electrolyzer)를 바탕으로 한 수소발전모듈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한다. 이러한 수소발전모듈은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공장, 철강 산업, 반도체·태양광 셀 등 전자산업, 발전기 냉각 등 산업용과
전력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 회사는 수소차량이 확대되고 있는 독일에서의 수소연료충전소 건립 사업을 활
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수소연료 충전소 조감도
을 수소로 변환, 저장하였다가 다시 필요할 때 전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저장 시스템 사업도 펼치고 있다.
OnSite Generation 부문의 산업용 수소발전 장비,
수소연료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비 연간 세계 시장규
모는 미화로 각각 5억 달러, 20억 달러, 50억 달러로
추정되며, Power Systems 사업 부문은 19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Hydrogenics 사의 OnSite Generation 사업부
문은 벨기에 Oevel에 위치해 있다. 북미보다는 유럽
이 수소발전 장비와 에너지 저장솔루션 판매, 지식정
보 공유, 연구 활동이 더욱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ydrogenics 사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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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장비는 고품질 수소가 필요한 특수 화학 제조업, 식품 가공산업, 제약산
업, 전력산업, 유리 제조산업, 금속산업에서 수요가 많다. Hydrogenics 사는 유
럽과 미국의 유명 가스화학 기업인 Linde 사 (독일), Air Liquide 사 (프랑스),
Air Products 사 (미국)와 협력하여 수소발전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에서 3000유닛 이상의 수소발전 장비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 공략 강화에 힘쓰고 있다. Hydrogenics 사가
2009년 12월 러시아 시베리아 Surgutskaya GRES-2 발전시설과 체결한
HySTAT 전해소 두 대 납품계약과 2010년 6월 러시아 Tomsk 시 전구생산기업
과 체결한 HySTAT 전해소 한대 납품계약은 Hydrogenics 사의 최근 러시아 시
장 공략 강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다. 궁극적으로 Hydrogenics 사는 러시아 시장
을 비롯한 동유럽과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와 중동까지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 수소 충전소

수소연료 충전소 사업
부문도 해외진출이 활발
하다. Hydrogenics 사
는 BP (영국), Shell
(네덜란드), Chevron
(미국) 등 세계 35개 수
소연료충전소 건립에 참
여하였다. 이 중 12개의
수소연료 충전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건립되
었다. 2009년 9월 독일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산
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2017년까지 1000개 이

출처 : Hydrogenics 사

상의 수소연료 충전소를
세울 것을 발표하며,

Hydrogenics 사의 수소연료 충전소 사업 전망을 밝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7개
주요 자동차 기업도 2015년까지 연료전지 차량 10만 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에 참여, 수소연료전지 시장과 Hydrogenics 사의 긍정적 전망에 더욱 힘
을 실어주었다.
2010년 3월 Hydrogencis 사는 마침내 독일 함부르크 시 수소연료 충전소 건
립에 자사의 HySTAT-60 전해조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수소연료 충전소 사
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Hydrogenics 사는 수소연료 충전소 프로젝트 수주 시 미화 100만~200만 달
러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3월 현재 전 세계 35개의 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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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충전소 수는 향후 독일 등의 수소연료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1000개 이상으
로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외국계 대형 에너지 기업과의 사업 협력은 Hydrogencis
사 성장에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Hydrogenics 사는 한국기업과 비즈니스를 한 경험도 있다. 2001년,
Hydrogenics 사는 자동차 테스팅 기업인 한국 BEP (현 A&G Technology)와
연료전지 컨트롤과 테스팅 자동화 시스템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에
는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수소 발전 장비와 수소연료 충전장비 납품 계약을 통해
인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R&D 시설에 장비를 설치하였다.

통신 인프라 해외진출도 활발
Hydrogenics 사의 Power Systems 사업 부문은 미국 대형 통신장비 인프라 솔
루션 기업인 CommScope 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CommScope 사는 100여 개국 이상에서 미국 주요 3대 이동통신사
(AT&T, T Mobile, Verizon Wireless)를 비롯하여 영국 Vodafone, 일본
Docomo 사 등 주요 통신 기업을 상대로 통신 인프라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 유럽, 북미에서 함께 통신 백업 파워 시스템 사업을 진
행해오던 Hydrogenics 사와 CommScope 사는 전 세계 휴대폰 인프라 확대에
따른 파워모듈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2010년 8월 차세대 통신 백업 파워 연료전지
모듈 개발 및 판매와 CommScope 사의 Hydrogenics 사 지분투자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기초로 다양한 파워 레
벨에 맞는 폭넓은 제품 개발과 양산을 통해, 차세대 통신 백업 파워 연료전지 모듈
시장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Hydrogenics 사는 버스, 트럭, 항공기, 포클레인 등 대형 운송수단
Power Systems 사업 부문에서도 Technobus (터키), MAN Group (독일),
Proterra (미국), Vision Industires (미국) 등 중장비 기업과 끈끈한 파트너쉽
을 맺고 있다.
Hydrogenics 사는 다양한 국가, 기업,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부분과
수요 고객 모델 다양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국제영업 활동과 더불어 다국적 연구
기관과 수소연료전지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수소연료전지 산업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2010년 11월 Hydrogenics 사는 자동차 기업, 에너지 기업, 정부단체, NGO
등 총 30여개 기관이 함께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배터리,
연료전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량 등 엔진복합 부문에 수소연료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동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Hydrogenics
사의 다양한 국제적 영업 활동과 관련 산업 연구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성공 사례를 잘 보여준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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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샴푸로세계시장의문을두드린다
대만 O’
right

O’
right사는 대만 중소기업 가운데 유일하게‘대만 제1기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인증’
을 취득했으며, 대만 녹색 강소기업의 대표주자로서 전방위 녹색주의를 실천하며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대만 탄소성적표지와 PAS2050 인증을 취득한 O'right 샴푸 쓰고 나면 나무가 자라나는 O'right 샴푸

삼푸 용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O’
right사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으로부터 온다
는 신념아래 2003년 자연주의를 표방한 샴푸‘O’
right’
를 출시했으며, 2006년에는 해외사업부를 신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O’
right사는 원래 단순 수입대리업에 종사하였으나
거왕핑(葛望平) 사장이 주주의 자본철수를 계기로 본격
적인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어 능동적으로 시장을 공략,
자료원 : O'right사 제공
대만 녹색 강소기업의 대표로 성장하게 되었다.
O’
right사는 천연성분을 사용, 역삼투 다중 수질처리기술로 방부제 사용을 대체하여
인체에 무해한 녹색상품 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주력 제품의 경우 자연생태를 파
괴하지 않고 환경호르몬을 방출하지 않는 천연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프랑스 유기농 인
증기관 에코서트(ECOCERT)의 인증도 취득하였다.
O’
right사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포장재도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는
다. PLA(Polylactide) 생분해성 용기, 콩으로 만든 친환경 소이잉크(Soy Ink), FSC
인증 재생종이, 친환경 소재의 완충포장재를 사용하여 겉과 속이 녹색으로 일치되는 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O’
right는 그저 생산자의 녹색주의 실천에서 만족하지 않고, 작지만 기발한 아
이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녹색생활 실천도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용기 밑 부분에 아카시아 나무 씨앗을 담은 캡슐을 장착하여 생분해성 용기가 토양에
서 분해되면 병 속에 있던 씨앗이 싹 트이게 만든 것이다.

사옥도 친환경으로 신축
O’
right사는 요즘 금년 하반기에 입주할 새집 마련 준비가 한창이다.‘녹색상품’개
발에 만족하지 않고, 본사와 공장도 '녹색건축'으로 탈바꿈하기로 한 것이다. 녹색건축
시공비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30%나 비싸지만, 철저한 녹색주의 사업철학의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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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린 결정이다.
자그마치 1억 60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투자한 1000여 평 규모의 신축
본부·공장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력 공급과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설계로
자연이 주는 녹색 에너지를 십분 활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 순환 설계로 수자원을 재활용하여 탄소중립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
추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신축 공장 입주 후에는 전상품의 클린룸 생산방식으로 보다 자
연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력 있는 상품

O’
right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본사와 공장건물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인력, 자금력 등 다방면에
걸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역량 집결의 대안으로 O’
right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
원 정책으로 눈을 돌려 경제부 중소기업처에서 시행하는 '
글로벌 녹색 공급사슬 프로젝트'의 '탄소성적표지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원 : O'right사 제공

대만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충 진단 및 자문, 인증 취득 관련 지도, 강좌·세미나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의 녹색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해외사업부를 신설하여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홍보와 대만의
해외 무역진흥기관을 활용한 해외바이어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친환경 샴푸로 세계시장의 문 두드려
2004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말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에 빼놓을 수 없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광둥성 중산시(廣東겛 中山市)에 중국사업 본부를 설립하였으며, 진출 이래 2010년까지
4년 동안 400%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올리며 순항 중이다.
O’
right사는 포화상태의 헤어케어용품 시장에서‘녹색상품’개념을 도입하여 미용과
스타일 개념을 강조한 시중의 다른 헤어케어용품과 차별화함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 재외 무역진흥기관의 해외시장정보 등과 같은 외부자
원을 적극 활용한 것도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었다.
국내외 시장의 웰빙 및 친환경 의식 확산을 겨냥하여 녹색개념을 도입한 상품 개발로
O’
right 상품은 현재 대만에서 약 7000개 헤어숍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2006~2010년) 매출액 성장률 400%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올해도 33% 성장
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90%(2010년 기준)
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3~5개국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비중은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7월‘전력발전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
를 발표, 2006년부터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 70%를 요구, 그렇지 못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수입설비에 대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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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망

신재생에너지 의존율 10%에 달해
인도가 녹색시장, 특히 재생에너지분야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전
력부족률 11~13%대의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별로 국가 미션을 수립하고 시
행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화력발전의 대안으
로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는 15,521MW로 전체 발전용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발전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인도정부는 2012년 3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4,000MW
로 끌어올려, 전체 발전량의 12% 까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의 각종 재생에너지 분야별 육성정책 및 인센티브, 천혜의 자연환경 및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CDM 사업 추진, 탄소시장 형성 등이 주요 추진동력으로 거론된다.
인도가 재생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남한의
33배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지닌 인도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바
이오연료 분야 등에 있어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와 가뭄피해의 증가도 정부의 청정에너지 개발의 중요한 이유이다.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발전비용 상승, 산유국 수입의존도 증가, 인도 전체 발전시설 총량의 52%가 석탄을
주요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이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외에도 전체 인구
의 3분의 1이 전력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8억에 달하는 시골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아직
전력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인도정부가“Power for
All”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형발
전소 건설과 병행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각종 기구 보급, 소수력발전을 통한 전기 혜택 부
여, 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수
인도 부문별 발전량(2010)
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문

화력

MW

비중

102,453.98

64.27%

•석탄 : 84,198.4 MW

•석탄 : 52.82%

•가스 : 17,055.9 MW

•가스 : 10.70%

•석유 : 1,199.75 MW

•석유 : 0.75%

수력

36,863.40

23.13%

원자력

4,560.00

2.86%

재생에너지
합계
출처 : 인도 전력부

15,521.10

9.74%

159,398.49

100.00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인도정부 에너지 발전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 성장에 맞
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CDM 사업 개발, 친환경차
량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한 실행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
지산업이다. 2010년 6월 기준 인도 재생에너지산업 시장
규모는 6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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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
너지산업에 2조 달러를 투자, 200GW의 발전용
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2010~11년에는 전년 대
비 61% 증가한 1천억 루피(약 2,500억 원)의 예
산을 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태양열 산업
인도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한다. 인도의 대부
분 지역은 연 중 300일 가량의 맑은 날을 보이는
데, 이를 환산하면 연간 5,000조kWh로, 인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훨씬 넘어선다.
이 같은 일조량을 활용, 인도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가정용 전력생산, 박스타입의 가정용 태양
열 조리기구 및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설치 등
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2009년 11월 30일을 기
준으로 77만개의 태양열 랜턴, 51만개의 태양열
가정용 전력생산시스템, 82,500개의 태양열가
로등, 7,247개의 태양열펌프, 312만㎡에 달하는
집적면적을 보유한 태양열 온수기, 657,000개
의 태양열조리기가 인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출처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세계 1위 수준의 태양광발전시설 보유
태양광 분야에서도 인도는 국토 전역에 70만개 이상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총 44M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17개 이상의 그리드 인터액티브 태양광 시설이 8개주에
서 총 1,400MW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독일, 스페인, 일본, 미국, 한국, 이탈리아 및 중
국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태양광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태양광모듈 생산능력은
2005년의 연산 0.06GW에서 2009년 말 1GW를 넘어섰으며, 세계생산량의 10%에 육박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생산량은 인도에 설치된 총 태양광모듈설비총량(0.12~0.15GW수준)
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하
고 있다. 반면, 태양광발전시설 총량은 인도가 미국과 더불어 세계1위(2009년) 수준을 자랑
하고 있다. 인도의 태양광모듈 생산능력은 2001년의 29.78GW에서 2008년의 140GW로
늘어나며 24.75%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같은 생산현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태양
광은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에 한참 못 미치는 0.4%만을 차지하고 있어, 잠재력 대비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09년 11월말“Building
Solar India”
라는 기치아래 국가 태양 미션(JNNSM;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3MW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용량을 향후 10년 동안
20GW까지 늘린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미션에는 인도를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인도 자체 태

지붕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모습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인도 시골마을의 모습

출처 : 뉴델리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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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업체들의 발전 도모, 기술연구개발, 태양열을 이용한 전 인도의 전력보급이라는 세부
수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태양열 기자재 수입 시 관세
감축 등의 지원책 및 정부관공서, 정부, 호텔 등 주요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
무화, 인도 태양광 설비업체의 제조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산설비의무도입 규정 등도 포함
하고 있어 국내업계의 인도 진출 관련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 지방의 풍력터빈

출처 : 뉴델리 KBC

인도, 세계 4대 풍력발전국가로 도약
풍력산업은 인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주축분야로 다른 재생에너지
원에 비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2010년 풍력발전량 11,807MW로 세
계 4대 풍력발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인도의 풍력비중은 전체 발전용량의 7%를 차지하
며 2006년 대비 5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 분포를 보면 남부의 타밀나
두주가 42.14%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마하라수트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주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는 2010년 10월 발간된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10에서 인도의
풍력잠재력에 비하여 인도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 인도의 풍력산업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결
여된 관계로 잠재용량을 현실화시키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가미션을 발표한
태양광을 제외하면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추진주체가 주로 주정부인 점이
전체적인 단계별 청사진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풍력발전 잠재용량의 경우, 인도풍력터빈제조업협회는 48,561MW, 인도의 지속성장
에너지연구소(WISE; World Institute of Sustainable Energy, India)는 100GW
에 달한다고 보는 등,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인도정부가 막대한 잠재용량을
충분히 개발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2002년 인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CDM 사업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CDM 사업
으로 UN에 등록된 인도 풍력발전 용량은 5659MW에 이른다. 인도의 2008년까지 누적
풍력설치용량이 9650MW이고, CDM 사업이 주로 개발된 최근 3년간 4889MW가 설
치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엔 대부분의 풍력 사업이 CDM 사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
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도정부는 11차 5개년(2007∼2012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풍력 발전 설비를 17.5GW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2년간 매년 약 3GW의 신규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바,
향후 풍력발전기의 대용량화 및 그리드 보급률 증대, 풍력발전 설치 면적의 대규모 확대
등의 기술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5위의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인도정부는 전체 전력발전총량의 23.1%를 차지하는 수력발전부문을 향후 8년간에 걸
쳐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2003년 162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50,000MW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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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는 실제로 77개 프로젝트만이 실행됨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력발전의 특성
상 12차 경제개발계획기간(2012~17)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야 37,000MW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수력발전의 단점인 높은 초기건설비용, 소요기간의 장기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수력발전시설의 업그레이드 작업인 RM &U Initiative(Renovation,
Modernization & Upgrading)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니셔티브는 신규 발전설
비 건설비용의 20%만으로 보다 높은 품질의 전력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 10,134MW용량에 해당하는 61개 프로젝트가 RM&U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선작업을 거쳤고, 이를 통해 2,246MW상당의 발전용량이 추가되었다.
인도의 방대한 국토는 수력발전에 매우 적합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
계 5위의 수력발전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의 전력상황을 총괄하는 중
앙전력위원회(CEA; Central Electricity Agemgy)는 이 같은 지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 148,700MW의 추가 발전이 가능하며 펌프식저장방식 및 소수력을 합할
경우 100,783MW를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인도의 수력발전은 수력발전만의 특성(오랜 시간 소요, 높은 초기건설비용,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필요)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이에 인
도정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소수력부문 관련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 및 설비비용 감축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바이오매스(Biomass)는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
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체를 말하며 바이오매스자원을 에너지화한
것이 바이오에너지이다. 이 같은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이오에너지는 풍부한
자원과 큰 파급효과,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보유, 온실가스 등의 환경오염 저감 기여 및
생성에너지의 형태가 연료, 전력, 천연화합물 등의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러
장점을 지닌다. 다만 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자원의 다양성만큼이나 각 자원별 이용기술이
다양하고 개발이 어렵다는 점, 지나치게 사용되면 오히려 환경파괴가 가능성이 크고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단위공정의 대단위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인도의 주요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대부분의 인도 여인들이 요리용 화력을
얻기 위해 소똥을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 강한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쉽
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의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산업은 인도인의 일상생활과 밀
접히 연관되어 있다. Energy Alternatives India에 따르면 인도인들의 전체 에너지원
소비에서 32%가 바이오매스를 원천으로 하며 전인구의 70%이상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국가적 지원체계 설립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의무규정을 담은 National Policy on Biofuel을 2009년 12월 24일 승인하였다. 이 정
책에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외국
기업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FDI 100% 자동승인 규정의 확인, R&D 장려, PPP모델

잘게 부순 나무조각을 모으는 모습

톱밥으로 만든 나무연료

출처 : 뉴델리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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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젝트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연료 생산설비 신축 장려, 자동차연
료에 대한 바이어에탄올 10% 포함 의무규정의 2008년 10월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역시 인도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여부는 불
투명한 상태이다. 투자금액 회수의 어려움, 2003년에 발표된 국가 미션의 2009년 승인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리한 행정절차, 주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사에 맡겨진 세부
수행계획의 미수립 등이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인도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의 바이
오연료 혼합의무비율 10%를 1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위반 시 특별한
제재조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권고규정의 성격만을 지닐 뿐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세부정책수립 및 주정부의 적극
적 실천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LED 산업
인도 LED 시장은 작년 대비 36%의 성장세를 보이며 순항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
후 2년 안에 LED기술이 LCD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나, LED기술의 경우 기존 LCD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TV시장에서는
아직 그 속도가 더디지만 모니터 시장에서는 LED모니터가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
다는 점을 들어 LED시장의 급성장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삼성 및 LG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전업체들이 모든
델리시내서 볼 수 있는 아웃도어 홍보용 LED 패널
사이즈의 LED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 업계 관계자
들은 소비자들이 LED의 뛰어난 화면품질, 슬림한 디자인
과 45%이상의 전기사용량 절약 등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부터 2010년말까지 전체시장의 30%, 2011년에는 7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직은 LED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가격 역시 LCD보다 높다는 점이 극복해야할 점으
로 지적된다. 인도LED TV시장의 경우, LCD보다
출처 : 뉴델리 KBC
50~60%, 모니터의 경우, 10~15%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
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TV 및 모니터 이외에도, LED 전구의 경우, 현재 8%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는 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정부가 에너지효율국(BEE) 및 인도표준화국(BIS)의 주도로 LED제품에 대한 에
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함량미달 제품들이 난립하는 인도
LED시장에도 주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ED제조업협회
(LEDMA)의 협회장 Mr. Ramana Rao는 향후 몇 년간 인도에서도 각종 LED제품 생
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LED산업에 대해서도 태양에너지산업
에서와 같은 인도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
의 분석이나 현재까지 인도 정부는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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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육성
인도의 전기자동차시장은 아직 태동단계이다. 인도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인 타타, 마루
티 스즈끼, 현대, Hero Electrics, 그리고 금년에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마힌드라사
등이 2017년까지 전체 자동차시장의 약 5%에 달하는 175,000대로 예상되는 전기자동
차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도시장에는 유명 전기차 브랜드들이 아직 출시되지 않
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관세장벽, 부품공급 부족 및 전기차충전설비의 부족 때문이다.
기후변화 및 CO2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기가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
도 정부 역시 전기차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10년 11월 11일 재생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에는 전기차 생산 시 공장출고가의 20% 해당금액을 다시
리베이트로 생산업체에 돌려주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정부
는 이 인센티브를 2010년에는 저속 전기오토바이에 1만대, 고속 2륜 전기오토바이의 1
만대에 적용하고 2011년에는 지원규모를 각각 8만 대 및 2만대까지 확대하고 3륜 전기
자동차와 일반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0년에는 각각 100대 및 140대, 2011년에는 166
대 및 700대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도 전기자동차생산자협회는 이 같은 인
도 정부의 전향적 인센티브로 인해 향후 전기자동차판매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전기차는 REVAi로, 2001년부터 REVA사가 생산해 오던
것을 2010년 Mahindra사가 REVA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은 Mahindra Reva
Electric Vehicles가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고운
영책임자(COO)인 R. Chandramouli에 따르면 월 50 마힌드라사 REVAi 테스트 드라이브
대 가량이 판매되는 REVAi의 경우 인도정부의 리베이트
인센티브로 판매가격이 75,000루피(약 1,667불)만큼
낮아졌다고 한다. 월 50대 가량 판매되던 REVAi 모델
경우 3배가 늘어난 150대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7년간 판매량인 2,500대에 비하면 비약적인 판매
량이다.
이외에도 인도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2011년 회계
연도(2011. 4 ~ 2012. 3)까지 총 9억 5천만 루피(약
2010년 10월에 출시된 GM India의 Chevrolet Spark Electric
2,100만불)의 보조금으로 배터리로 움직이는 2,3,4륜
전기차의 확산 도모, R&D 지원 및 전기차 시연 등의 활
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하루 전인
2월 27일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국가 미션을 발표할
예정임을 선언하였으며 28일에 있었던 예산안 발표에서
는 주요내용으로 인도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제조 장려를 위해 기존 10% 제조세를 5%로 낮추고 수 출처 : 뉴델리 KBC
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특정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의 경
우, 관세 및 상계관세 모두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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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태양광 에너지 집중 육성

인도 환경산림부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National CDM
Authority를 설립하여 CDM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NCA에서는 CDM 프
로젝트 개발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요청에 의거, 각종
CDM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CDM 프로젝트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30일 ”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
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NAPCC)”
을 발표하였
는데 이는 탄소시장 정책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 미션 성격의 정책으로 정책 목표 달
성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탄소시장을 창출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소
시장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정책들은 정부 예산안을 통해 매년 발표된다.“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NAPCC)”
은 8대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 기후변화관련 국가행동계획 8대 과제
과제
태양에너지

내용
•도심지, 산업계, 상업지구 등에서 태양열 기술 활용 향상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각각 연간 1,000MW로 증가
•2012년까지 10,000MW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및 기업 간 에너지절약 인증서 교환시스템 도입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금 축소

지속가능한 주거

수자원 관리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관련 전략적 지식

•도심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중점(폐기물 통한 발전)
•자가용 연료기준 강화 및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
•물 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수자원이용 효율성 20% 향상
•수자원공급의 원천인 히말라야 빙하 보전을 위해 생태계, 삼림 등 관리
•6백만 헥타르 규모의 조림사업 시행 및 인도의 삼림면적을 현재 23%에서 33%로 증가
•기후변화 적응성 곡물 개발, 기후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
•기후과학연구기금(Climate Science Research Fund) 설립, 기후 모델링 개량,
벤처캐피탈을 통한 민간연구 지원 등

자료 : 인도 총리실 홈페이지 (산은경제연구소 이슈분석“탄소시장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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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까지 세부정책 수립에 착수하기로 된 8대 과제와 관련해서 가장 가시
적인 정책안이 수립된 분야는 에너지 효율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우선 에너지 효율분야에서는“에너지효율성 거래제(Perform, Achieve and
Trade Scheme, PAT)”의 1단계가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3-14 회계연도
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인도의 에너지효율청(BEE)은 산업계와 에너지 효율성
측정법과 목표설정법, 거래제 시행법 등을 논의해서 정책을 입안하였다.
이 제도는 인도가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나와 있는 감축 수단 중 하나로 발전소, 제철, 철도 등 약 700여개 시설에 대
한 특정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초과 달성 업체가 에너지 절약 증서
(ESCerts)를 지급받아 미달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공
적인 실행을 위해 인도 정부는 다양한 세부규제를 마련하였다.
우선“상업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
는 2007년 5월 27일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에 근거하여 도입된
강제규정이다. 적용대상 건물은 규정실시 이후 신축되

에어컨디셔너에 부착하는 레이블

는 건물 중 총전력소비량 500kW 이상� 또는 계획사용
량 600kVA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반면 전력이나
화석연료 미사용 건물, 건물 일부 또는 건물설비 중 산
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한 가족 거주 주거용 건물 또
는 3층 미만의 다가구 주택건물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인도전력부 산하 에너지효율국(Bereau of
Energy Efficiency)에서 공표하는 Standard
and Labelling Program에 근거하여 시행중인“에
너지 등급 라벨 부착 규정”경우 특정 품목은 에너지등
급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며 에너지
등급은 정부 기관을 통해 평가, 판정된다. 대상 품목은
처음에는 자율적 시행으로 시작하여 6개월 후에는 강

출처 : 인도 에너지효율국

제규정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 품목에 따라 강제 및 자율 2가지로 운영 중이다. 현재
적용이 강제되고 있는 품목은 형광등, 에어컨디션, 서리방지냉동고, 변압기(트랜스)
등이며 2010년 1월 7일부터 변경된 바 있다. 그 외, 컴퓨터, 프린터, 팩스, 스캐너,
인버터, 셋톱박스 등은 아직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최저에너지효율성기준 준수 규정이 있는데 역시 에너지효율국에서 공표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이며 제품별로 지정된 최저에너지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판매
제제조치와 벌금이 부과되며 에너지라벨부착제와 마찬가지로 대상 품목은 각종 전구,
산업용 전자제품,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등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준수가
강제되는 품목은 소형형광등(CFL), 분리형에어컨디션, 가정용냉장고, 트랜스로
2010년부터 강제되었으며, 형광등, 모터, 셋업박스, TV 등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제도가 발표되었다. 재생에너지 증서는 전체 전력량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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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을 재생에너지원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매
매할 수 있는 증서로, 증서 한 장은 전력 1MWh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인도의 신에너지부(MNES; 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는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에너지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센티브
구분

내용
•10억 루피(2.2억 불) 미만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중앙에너지위원회 승인 불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Tax Holiday 부여

정책적 인센티브

•프로젝트 설비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코드에 관계없이 일률적 통합 관세 부과
•발전소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세 감축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제조세 감축 및 면세
•배전요금 할인 - 해당 주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거리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 또는 자가발전자에게 제
공되는 송전시설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동 송전시설로 배전되는 금액의 2%이어야 함
•전력 보관 - 지방전력위원회는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는 최고 1년까지 보관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함
•전력 구매 - 지방전력위원회는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 구입 시, 단위당 2.25루피(0.05불)로 구입해야 함

주정부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전기세 면제 -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는 전기세 면제
•판매세 감면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개발자에 대해서는 판매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각종 세금 등의 감면 - 저개발지역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소에 대한 각종 세금 등 감면 혜택 부여
•인프라 제공 - 산업단지공단 개발 시 소요되는 각종 진입로, 용수, 크레인 및 전력 등의 인프라가 제공됨

•신재생에너지부분을 인도정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100% 자동승인 분야로 지정
•국가청정에너지펀드(NCEF; National Clean Energy Fund)를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해인도에서 생산되는 석탄
기타 정책

및 수입석탄 모두에 톤당 1.08달러를 청정에너지세(Clean Energy Tax) 부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신재생에너지부의 예산을 작년의 1억 4천만 불에서 2억 2,600만 불로 증액
•발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2010년 5억 3천만 불에서 2011년 12억 불로 증액

태양열과 태양광 산업 지원정책
인도 정부의 태양열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세부계획은 2009년말“Solar
India”
라는 기치아래 발표한 27페이지 분량의 자와할랄 네루 국가 태양 미션(JNNSM;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된 국가행동계획에도 8대 과제 중 태양에너지부분이 첫 번째로 제시
되는데,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인도정부는 JNNSM 발표를 통해 현재 3MW에 불과
한 태양광 발전용량을 향후 10년 동안 20GW까지 늘린다는 목표 하에 세부 로드맵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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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에 해당하는 면적의 태양열 집열기 설치, 2022년까지 시골지역에
2,000만 개의 태양열 라이팅 시스템 도입 등이 구체적 목표이며 개발 로드맵을 통
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독립 태양열 프로젝트 개발자 및 전력관련 소프트웨어 업
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의 태양광PV모듈 생산량은 1GW를 넘어선 상태이며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8,000억불이 추
가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정부의 "Special Incentive
Package(SIPs)"정책에 따라 현재 인도의 10~12개 솔라셀 제조업체 및 20여개
의 모듈 제조업체들의 제조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Gartner에 의하면 인도는 현재 대부분 수입되는 태양광PV 수요 중 40%를 2013
년까지 로컬업체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태양 미션 단계별 추진목표
구분

추진목표
•태양열발전부문 및 비전력망 태양광발전 시스템 증대를 통해 전기공급을 받지 못

1단계(2012~13)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력망기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점
진적 구축 확대

2단계(2013~17)

•태양광발전용량 확대를 통한 전인도지역에 대한 태양광기반 전력 설비 구축 추진

3단계(2017~22)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존전력망과의 연계 구축

단계별 세부 추진목표
구분

적용분야

1단계 목표
(2010-13)

2단계 목표
(2013-17)

3단계 목표
(2017-22)

1

집열기

700만㎡

1500만㎡

2000만㎡

2

비전력망 발전

200MW

1,000MW

2,000MW

3

전력망 발전

1,000~2,000MW

4,000~10,000MW

20,000MW

이 국가태양미션에 명시된 내용 중 우리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태양
광 발전설비 단계별 수입 제한”규정이다. 1단계로 2010~11 회계연도에 발주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중 크리스털 실리콘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인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10년 4월 1일 도입), 2
단계로 2011~12 회계연도부터 발주되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셀 및 모듈 모두를 인
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년 4월 1일 도입). 이 규
정은 강제규정으로, 미 충족 시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다만 2010년 12월
인도 이코노믹타임즈 신문기사는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국산설비사용의무조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보도
한 바 있어 규정변화 관련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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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녹색기업 탐방
인도기업, 세계 태양광, 풍력 시장에서 맹활약

1. 떠오르는 태양에너지기업 Tata BP Solar
Tata BP Solar는 인도 전력산업의 주요기업인 Tata Power와 세계적으로 유명
한 BP Solar가 각 49 대 51의 비율로 설립한 조인트
벤쳐로 인도 태양광 및 태양열 시장의 선두주자다. 태양

회사개요
•회사명 : Tata BP Solar
•설 립 : 1989년
•종업원수 : 600명
•연간 매출 : 2억 1,600만 불(2009년)
•홈페이지 : www.tatabpsolar.com
•주요제품 : 태양열집열기, 태양열가로등, 태양열랜턴,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모듈 등

광 셀 및 모듈, 태양열온수기 및 각종 태양에너지 제품
을 생산하며 6개 지역법인, 200명 이상의 딜러 및 서비
스센터를 두고 있다.

인도 태양에너지 기업 중 유일하게 수출
ISO 9001 및 14001 인증업체로 인도 태양에너지
업체로는 유일하게 생산된 태양광 셀 및 모듈을 독일,
스페인, 미국 등의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기준, 수출량이 전체생산량의 79%를 차지하며 미국과 유럽에 전체 수출량
의 95%가 집중되어 있다. 인도남부 방갈루루에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공장을 두고 제
조에 이은 모듈 조립과 시스템 정렬 공정까지를 아우르는 일관체재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125MW에서 180MW로 생산 증대 추진
Tata BP Solar는 2010년 4월에는 기존 52MW용량의 태양광 셀 연산능력에
32MW를 더해 총 84MW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모듈 자체만의 연산능력은
125MW에 이른다. 2006년 대비 2009년의 매출신장세는 38%, 수출신장률은 43%를
보이고 있다.
Tata BP Solar는 2008년 Calyon Bank 및 BNP Paribas와의 계약을 통해
7,800만 달러를 조성하여
TATA BP Solar의 태양광 온수시설
태양광 셀 생산능력을
128MW에서 180MW까
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에는 북 델리전력공사
(NDPL; North Delhi
Power Limited)와 손잡
고 델리시내에 태양광 발전
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 뉴델리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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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PV시장의 다크호스, Moser Baer Photo Voltaic
Limited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모저 베어 포토 볼타익(이하
MBPV)은 광전지와 태양열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회

회사개요

사이다. 2005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태양광 기술을 생

•회사명 : 모저 베어 포토 볼타익
•설 립 : 2005년
•종업원수 : 1,500여명
•연간 매출 : 4억 9천만 불(2009년)
•홈페이지 : www.moserbaerpv.in
•주요제품 : 다결정 태양 전지, 모듈, 박막 필름

산하는 PV 테크놀로지 인디아(PV Technologies
India Limited)와 함께 모저 베어 인디아(Moser
Baer India Limited, MBIL)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이 두 회사는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설립되었다.
MBPV는 연간 다결정 태양전지 90MW, 모듈
100MW, 박막 필름 50MW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력
생산 원가를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CPV(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의 초기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다. MBPV의 제품들은
UL, IEC, ETL, CE와 같은 국제 표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8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MBPV의 제품들
MBPV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태양광 시스템, 집광형 태양
전지 시스템과 태양 전력 계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MBPV은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
이 높은 클린 태양 에너지 제품을 설계, 개발하기 위한 다결정 실리콘 PV, 저집광, 고
집광 PV 기술 및 전지 증폭 기술을 활용한 PV 제품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품은 미
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판매되
고 있다.
중국기업과의 제휴 확대
MBPV는 해외기업과의 제휴도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에는 멀티 다결정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중국 LDK Solar사와 2017년까지 웨이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
MBPV의 최근 눈에
Moser Bear의 솔라그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띄는 성과로는 수랏 지역
에 설치한 인도 최대의 루
프 탑 태양광 PV(2009),
마하라쉬트라주의 1MW
박막 필름 솔라 팜
(2010), 일본에 설치한
최대 규모의 루프 탑
(2011) 등이 있다. 또한,
‥
2010년에는 TUV 라인
출처 : 뉴델리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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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독일 태양광모듈 국제인증평가기관)로부터 5-star를 받으며 품질을 인정받
기도 했다.
2010년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약 20.6GW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기준
약 85%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MBPV는 특히 PV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
록 조만간 태양광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 회복과 재
생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펀드 투자가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MBPV는 생산 계획을 다시 검토 중이며, 다결정 실리콘과 비결정성 실리콘
기술로 생산되는 PV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이다.

3. 독일, 벨기에 기업을 인수한 풍력기업 Suzlon
1995년 20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자라트에
3.34MW 풍력발전 단지 공사를 위한 제너레이터를 공
회사개요

급하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Suzlon은 현재 전

•회사명 : Suzlon
•설 립 : 1995
•종업원수 : 16,000명
•연간 매출 : 579억 불 (2010년)
•홈페이지 : www.suzlon.com
•주요제품 : 풍력 터빈, 기어박스, 블레이드,
제너레이터, 패널, 풍력 타워

세계 25개국에서 임직원 16,000명을 거느린 대기업으
로 성장했다. 2009-10 회계연도 매출액이 2,600억
루피(579억 불)에 달하는 세계 3대 풍력 터빈 제조 기
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Suzlon사의 성공 비결은 내수시장을 확실히 장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세계로 진출한 데에 있다. 국내 수입
완제품 설치에서부터 경험을 축적해 조립생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국내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을 토대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럽기업을 M&A하면서 진정한 풍력발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2006년 벨기에 기어박스 제조사인 한센(Hansen)과
이듬해 독일 터빈기업 리파워(Repower)를 인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
으로 Suzlon은 블레이드, 제너레이터, 패널 뿐 아니라 풍력 타워, 기어박스, 풍력 터
빈까지 모두 자사 안에서 일괄 공급함으로써 현재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Jaisalmer Suzlon Wind Farm

출처 : 뉴델리 KBC

Suzlon의 생산설비와
R&D 투자
2008년 Suzlon은 생산
용량을 당초 1,500MW에
서 2,700MW로 증가시켰
으며 현재 5,700MW로 증
가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
다. Suzlon 자체만으로는
인도와 중국, 미국 등 3개국
총 13개의 제조 공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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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계열사인 Hansen과 Repower까지 합칠 경우 그 이상이 된다. Suzlon은 풍
력 기술의 메카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R&D 허브로 삼고 기초과학기술
과 공기역학에 대한 집적된 응용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꾀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최
적화된 전력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로스토크의 R&D센터에는
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각종 전자, 엔진실, 허브, 타워 등 풍력 터빈의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앙 제어 기능은 네덜란드, 독일, 인도 3개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
고 있다. 그리고 풍력 터빈 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기어박스의 경우는
Hansen Transmissions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제품 납품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극소화하기 위해 인도 구자라트주
의 바도다라에 7백만 달러를 들여 최첨단 신기술로 무장한 업계 최고의 블레이드 테스
트 센터를 개설했다.
이러한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인도 뿌네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세계 각지에 설립된
풍력 발전소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제품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수집된 자료
를 토대로 제품 개선 방안과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세계시장 집중 공략, 한국지사도 운영 중
Suzlon은 지역별 가격 차별전략을 통해 5개 대륙,
25개국의 광범위한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2010년 12월 기 준 으 로 Suzlon은 전 세 계 에
15,000MW에 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9%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는
5,000MW 이상의 제품을 설치했으며 올 1월에는
Caparo Energy India와 12.8억 달러 규모의
1,000MW 인도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도 계약했다.
또한 급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시장 거점마련과 한
국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서울에 한국지사를 개설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Satara Suzlon Wind farm

출처 : 뉴델리 KBC

Suzlon의 미래
CEO인 Tulsi R Tanti씨는 Suzlon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잡아야 하며 비용원가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뤄나가
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25개국에 퍼져있는 사업을 향후 5년 내 40여 개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매년 약 50%에 달하는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신
감과 풍력발전이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굳건한 신념이 2008~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Suzlon은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혁신, CEO의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세
계 1위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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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회의이후EU 기후변화대책
2050년을 향한 저탄소 경제전략 시동

칸쿤회의 전 EU 회원국의 의견일치 달성
Connie Hedegaard 기후변화 담당 EU집행위원은“EU가 칸쿤 기후변화회의에서 실
행을 토대로 한 향후 세계 기후변화 협상이 궤도에 오르게 한 것에 기여했다”
며 칸쿤 결정
문 체결을 지지했다.
EU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 도출될 수 있
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 했었지만 EU 회원국 간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실패하
였다. 이를 교훈 삼아 일관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칸쿤 회의에 참가하기 전, 공동협상
입장을 채택하고 교토의정서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단계적 접근방법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적응, 지구온난화 완화, 기술개발 및 이전, 산림전용방지
(REDD+), 각 국가들의 감축현황을 측정, 보고, 검증(MRV : Monitoring, Rporting,
Verification)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정책이행을 위한 재원구축, 시장 메커니즘(배출
권 거래 등) 도입 등의 주제를 협상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재원사용에 있어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원칙과 관습
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과 해운부문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칸쿤 결정문 내용을 보면 EU가 주창한 기후변화적응(칸쿤 적응체제 도입 : 기후적응변
화를 지방정부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응위원회 구성), 산림전용방지(REDD+, 개발
도상국의 산림전용방지와 산림보호를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기후변화감
축계획 수행 재원구축(녹색기후기금 : 201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2013년부터 2020
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MR제도 도입 등이 반영되었다.
EU집행위는 칸쿤 합의 후속 이행 대책으로써 2050년을 향한 장기적 탄소배출 감축 프
로그램에 기초한 저탄소경제 전략을 수립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이산화탄소 감축 추진
EU집행위가 제안하고 있는 로드맵은 각 경제 분야에서 27개 회원국이 1990년 대비
CO₂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80% 절감
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목표는 공식적으로 30%까지
상향하지 않고 2008년에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20%(1990년 대비)를 고수하고 있
다. EU는 코펜하겐 회담 이후에 환경장관이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30%로 상
향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회원국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칸쿤 회
의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에 30%로 상향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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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회의에서 상응할 만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까
지 30% 감축 목표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050년을 기해 탄소배출량 80%를 절감하겠다는 EU의 목표는 온전히 EU의 경제부문
에 의해 달성될 목표로서 국제적 배출삭감 인증권, 즉 CDM 등 상쇄배출권 사용에 의한 탄
소 저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U집행위는 일반 가정의 비용과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
지 40%, 2040년까지 60%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40% 줄이는 것을 목표한 현행 정책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1990년~2009년 사이에 EU 경제는 40%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EU의 지구온난
화가스 배출은 16% 감축에 그쳤다. 이에 EU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20%로 증가, 에너지 효율 20% 향상하겠다는 20/20/20을 목표로 설정
했는데 현행 에너지 절약정책의 이행과 더불어 2020년의 EU가정 탄소배출 절감목표
(20% 저감)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에너지 효율 목표(20% 제
고)와 관련 집행위는 현행 정책으로는 2020년까지 목표율의 절반(10%)밖에 달성하지 못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집행위는 2050년 저탄소 경제 성장 로드맵에서 강력한 에너
지효율플랜(Energy Efficiency Plan, EEP)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개선, 공업용 장비의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점검, 전력, 열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 제고, 스마트그리드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20% 향
상, 에너지 효율 20% 향상 목표를 포함한 현행 정책이 전면 이행된다면 2020년까지 EU
는 탄소 배출 절감목표 20% 달성 초과는 물론 25%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의 비용은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돌아올 것
EU집행위는 인구성장, 유가 변동, 기술발달 등 여러 상이한 수준의 세계 기후액션 등의
전반적 경향을 감안, 2050년을 향한 저탄소 경제성장 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이
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EU의 2050 저탄소 경제전략 비용과 경제적 이익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정기술과 에
너지 효율기술에 매년 2700억 유로(GDP의 1.5%)가 추가 투자되어야 할 것임.
이 투자액은 에너지 사용비용의 절감으로 거의 전액 또는 그 이상 상쇄될 것임
(2050년에는 연료비는 연간 1750~3200억 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분석)
저탄소 경제로 공기의 질이 높아져 공기오염통제 비용과 의료비가 절약될 것임
(2050년에는 매년 880억의 공기오염통제 및 의료비가 절약될 것으로 분석)
집행위는 향후 40년에 걸쳐 매년 EU GDP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약 2700억 유로)
이 연간 투자에 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증가액은 경제위기 이전의 투자금액 수준
을 회복하는 것(GDP의 19%)에 지나지 않고 2009년에 중국(48%), 인디아(35%), 한국
(26%)등 신생 공업국들의 GDP대비 투자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59

60

정책동향

또한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년에 EU의 에너지 소비는 석유 1800Mtoe(백만 톤)이었는데 에너지 효율의 제고로
2030년에는 1650Mtoe , 2050년에는 1300-1350Mtoe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률
이 증가하게 되어 EU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유가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2050년에는 EU의 석유 수입이 지금의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미래
에너지 전략 정책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 석유수입 규모는 지금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 에너지 정책의 이행으로 앞으로 40년에 걸쳐 연간 1750~3200억
유로에 해당되는 연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경에 공기오염 수준이 2005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65%이상 낮아질 것이며 이로
써 치료비와 사망률이 줄어 2030년에는 연간 70~170억 유로, 2050년는 연간
170~380억 유로가 절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U가 기후 액션을 지연한다면 2030년~2050년 사이에 연간 천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요구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2030년 이전의 투자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연료소비 절감 폭도 더 낮아 질 것이므로 기후액션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EU 집행위
는 경고하고 있다.

항공부문, 2012년부터 EU-ETS에 포함
한편, EU는 칸쿤에서 합의를 보았듯이 지구온도가 오르는 것을 2도 내로 억제하고
2015년에 1.5도로 오름 폭을 내릴 수 있게 기여하는 조치의 하나로 항공교통부문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항공교통부문의 CO₂
배출량은 EU-ETS
대상 산업분야의 총 CO₂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함)
항공부문이 EU의 CO₂
배출권 거래제도(EU’
s emission trading scheme : EU
ETS)에 편입되는 첫해인 2012년에는 총 2억1289만 2052톤의 CO₂
배출권이 분배될 예
정이다. 이 배출권의 총량은 2004~2006년 동안 항공기들이 배출한 평균 배출량의 97%
에 해당하며 항공교통부문의 역사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2013년부터는 역사
적 배출량의 95%, 즉, 2억850만 2525톤을 배출 한도량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가 시행초기부터 전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총 배출권의 82%가 무료로 분배되고 15%는
공매, 나머지 3%는 앞으로 EU 항공 교통시장에 들어올 신규 항공업체에 할당된다. 집행
위는 2011년 9월 30일을 기해 각 항공사에 배당될 배출권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항공티켓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
고 있는데,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항공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항공협회(AEA)측은 현행 배출권가격을 기준으로 한 집행위의 인상치 산정 방식은 정
확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며 소비자 티켓 가격은 집행위가 계산한 것 보다 실제로 훨씬 높게
인상 될 수 있어서 2배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David Henderson AEA 대
변인은 항공 티켓의 평균 가격이 오를 것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각 항공사의 판매
전략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배출권 거래비용에 드는 기본비용만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내부 자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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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온난화 대책 일보후퇴
산업계의 반발로 추진 난항

일본정부, 지구온난화대책 주요 3개 항목에 대한 기본방침 발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6)이 종료된 직후인 작년 12월 28일, 현 여당인 민주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각료 위원회를 개최하여“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주요 세 가지
항목(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가격 매수제도,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적 방침”
을 발표했
日 민주당 지구온난화 대책 노선변경
다. 민주당이 2009년에 발표한 정권
온난화대책
공약
결론
공약 내용과 금번 기본방침을 비교해
지구온난화 대책세금
도입 검토
2011년 10월 도입 결정
보면 국내 배출량거래제도 도입 검토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수제도
조기 도입
2012년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법안 제출
를 사실상 동결하고, 주요 대책을 약
배출량 거래제도
창설
도입 유보
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 2011년 10월 도입 확정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는 2011년 10월에‘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조세제도’
를도
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제도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는‘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의
특례’
를 마련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1㎘ 당 760엔, 탄화수소는 1t 당 780엔,
석탄은 1t 당 670엔의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와 환급조치를 마련하고 연료의 생산, 유통비용의 삭감과 물류,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세율이
낮고(1ℓ당 1엔 미만) 화석연료 소비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09년에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 발표한‘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5% 삭감’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30% 삭감’
이라는 목표만 제시되고 있다. 1990년 대비 25% 삭감 목
표는 하토야마 당시 총리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계와 밀접한
관료조직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서 책정된 장기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발전
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온난화 대책 조세제도가 원자력 관련 투자에 치우
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수제도는 도입 2년 연기
일본 민주당 집권 시 201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
가격 매수제도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2012년부터
제도 도입”
은 어디까지나 목표이며“제도 도입 후에도 유연하게 재검토 한다”
고 해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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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배출량 거래제도는 실시가능성 낮아져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도설계나 조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삭감효과에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
침 발표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가“검토 대상”
이 되고 사실상 동결이 결정되어, 향후 논의
방향이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COP16에서 세계로부터 비난 받은 일본
멕시코에서 개최된 COP16에서 개막 첫날부터 일본은 주목을 받았다. 첫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일본 측 담당자가“일본은 현행대로의 교토 의정서 연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
다.”
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서만 온실효과 가스 삭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선진국
클럽”
이라고 불리는 OECD 가맹국인 한국이나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삭감의무가 부과되
지 않는다. 세계 1위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국이 된 중국이나 배출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
는 인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다. 배출량 제2위의 미국은 교토
의정서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 의정서에 있어서 삭감 의무
가 있는 국가들의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으며“현행 틀의 고정화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은 각국으로부터
COP16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NGO단체로부터“화석상(化石賞)”
을 수상
했다. 화석상은 완고한 자세로 협상을 후퇴시킨 국가에 주어지는 상이다.
일본은 끝까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여 결국 COP16에서는 교토 의정서 연장이 결정되
지 않았다. 일본정부가“교토 의정서 연장 절대 반대”
에 그토록 고집을 부린 이유에는 일
본 산업계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지지도 하락으로 산업계에 정책 주도권 빼앗겨
석유연맹, 시멘트협회, 전기사업연합회,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 화학공업협회, 가스협
회, 자동차공업회, 제지연합회, 철강연맹의 9개 단체는“교토 의정서 연장은 지극히 불공
평하고 실효성 없으며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
,“일본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토
의정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산업계는 COP16 폐막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COP16에 대한 긴급제안”
을 발표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주요지원 단체는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경
영자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단련은 1955년 이후
줄곧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경제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존재감이 작아지게 되었다.그러나 민
주당 정권은 외교문제 대응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지지율이 급락, 정권 기반 유지를 위
해 산업계를 배려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COP16에 있어서 강경 자세를 보인 것, 폐막
후 발표한 기본방침 등은 완전히 산업계의 의도를 따른 것이다.

GREEN REPORT 2011 Vol.11

미국의 기후변화정책 추진 현황
규제강화와 기업활동 위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2010년 11월 29일~12월 10일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만 국한시킨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여 중국 등 개도국도 의무 부담국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의정서를
채택했다.
반면 개도국은 기존 교토의정서를 유지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 선정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15차 코펜하겐 합의문을 칸쿤 결정문으로 채택하여 선진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1990년의 25~40% 감축하는데 합의하였으
나 구체적 이행 방향에 대한 내용은 결정되지 않아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더
불어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칸쿤 회의는
2009년도 코펜하겐 협약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었지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협의는 2011년 남아공 더빈 당사국총회로 연기되면서 마감되었다.

오바마 정부, 친환경정책 적극 추진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새해 연두교서에서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실행에 전폭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203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80%의 전기를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석연료 생산업
체에 대한 40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동결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활용하여 환
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불어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금은 2011년 예산금액 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과학(Climate Change-Science)1) 연구 및 온실가스 규정 이니셔티브
(GHG Regulatory Initiatives)2) 예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암시했다. 더불어 미 행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소비자
를 대상으로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공하여 2015년까지 100만 대 전기자
동차 시대를 달성하도록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예산감축을 강요하는 공화당의 압박
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관련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
거나 기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은 온실가스 규제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미 환경청의 예산을 증가시켰고

───
1)미 환경청이 실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과거 및 향후 프로젝트에 대
한 과학적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http://epa.gov/climatechange/scien
ce/index.html
2)미국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근거규정으로한 청정에너지 보존 및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미 환경청 프로그램들을 일
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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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을 42% 확대했다.
그리고 경기부양법안의 일환으로 최초 시행된 에너지 리서치 프로젝트(ARPA-E)에
50% 지원금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설립될“에너지 혁신
센터(Energy Innovation Hubs)”건립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미국해
양대기국(NOAA) 산하에 새로운 기후서비스(Climate Service) 부서를 설립해 보
다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오바마 행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는 미국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에 20%의 예산을 확대하였고 미국항공우
주국(NASA)이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금 15% 증
가를 제안했다.
예산안에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전폭 지원함과 동시에 백악관은 각 연방
정부기관이 모범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각 기관의 기후변
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방정부 기
관은 2011년 6월 3일까지 대응책 초안을 작성하고 2012년 6월 4일까지 기후변화 대
응책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백악관은 올해 연방정부기관을 대
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 기관의 미션, 프로그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규제와 친기업 정책 사이의 균형 필요
이와 같이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 예산을 확대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가운데, 제 112회 하원 다수당으
로 집권한 공화당은 백악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2011년 예산안 통
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엄격한 환경규제로 반기업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 환경
청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은 세출법안 조정을 통
해 미 환경청 예산을 삭감하여 2년 동안 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정 활동을 중단시
키고자 하는 법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이고 있어 환경청의 권력과 규제 완화 여부에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정책을 완화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기업 정책 수립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청과 같은 환경규제기관의 역할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기업
의 규제수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규제와 완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절충시킬지 앞으로의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환경청의 권력 축소를 위해 공격적
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미 환경청장 리사 잭슨은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에 출두하여 공화당의 신랄한 비판에 대응했다. 잭슨 청장은 공화당의 주
장처럼 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거하게 되면 미국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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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칸쿤 기후협약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계속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
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력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엄격한 온실가스 배
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석탄으로 가동되는 낙후된 전력생산 시설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정부기
관, 의회, 법원을 통해 로비를 벌이고 있어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규제로 석탄
사용이 억제됨에 따라 최근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하락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및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비즈니스에 경제적 부담을 경
감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기준(CES)3)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는 기업이 온실
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기
업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
랐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는 핵에너지와 화석연료로 가동되지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설을 장착한 발전소도 해당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로 가동되는
발전소도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 2011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
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연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여 청정에너지로 가동되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자동
차, 대체연료로 가동되는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 있어 추후 미국 운송수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더 지켜봐야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 등과 같은 강력한 형태로 의회에서 계류 중인 기후변화법
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제
품 및 서비스 연방 조달, 화석연료 관련 연구 및 채굴에 대한 연방 지원금 축소, 저임
금 주민을 위한 주택 건축 시 에너지 효율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형태로 건축하는 방
안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어 미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2월 미 환경청은 1990~2009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 기록에 대한 보고서
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에 6% 감축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전례가 없던 3% 감축량보다 2배나 향상된 수치로 온실가
스 감축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미국 경기불황에
따른 공장 가동률 및 비즈니스 활동 저조,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석탄으로 가동
되는 비즈니스 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온
실효과 감축노력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
3)전기생산시 부분적으로 태양, 풍력, 지열,
조수 등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의
무적으로 하는 규제로 핵과 청정석탄도 이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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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변화정책 추진 방향
12차 5개년 계획으로 환경정책 구체화

칸쿤 회의 후 개최된 겱會를 통하여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지정
2009년 코펜하겐 회의부터 이미 국제사회를 향하여 책임 있는 탄소저감 정책을 약
속한 중국정부는 금년 3월에 개최한 양회(
‘겱會’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정치협상
회의)를 통하여 탄소배출 저감목표 및 이를 위한 신규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
다. 특히 향후 5년간 집중투자가 진행될‘7대 전략적 신흥산업’
에 신재생에너지, 에
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시키는 등 녹색산업 장려에 강력한 의지
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중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 - 강요(綱要)’
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안과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강요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환경보호 및 저탄소
경제건설은 중국 정부가 12.5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이다. 앞으로 5년간 중
국 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본 강요를 통해 나타난 중국정부의‘그린대국’
을 향한 저
탄소 녹색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면

출처 : 신화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목표제시
중국은 금번 양회를 통
해 기존에 표어에 그쳤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였다.
상품 생산 시 물소비량
30% 절감, 비화석 에너
지의 1차 에너지 소비비
중 11.4%까 지 축 소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16% 절감,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17% 감축
의 목표를 세웠다. 또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제한을 실시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이산화
황(SO2) 배출 8% 감축, 암모니아질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0% 저감 목표를 세
웠다.또한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감축 규제 메카니즘 구축을 위해서 관련법규와 표준
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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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었다. 오염물질 배
출 총량을 제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과 관리 방안을 엄격히 시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화력발전, 철강, 금속, 화공, 건축자재 업계에 대한 이산화황, 암모니아질소 배
출 제한 강화, 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명문화 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공기 품질등급 2급 이상인 도시의 비중을 전체 地級 이
상 도시의 80%까지 확대하고 도시 오수처리율을 85%까지 높이고 생활쓰레기 무해
처리비율을 8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중금속오염 처리 및 회복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오염토양과 오염수질 회복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이슈로 떠오르
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 환경세 마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련 등의 정
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사회에 목소리 키우는 한편 적극적 내부 대응을 시작한 중국
2010년 12월 칸쿤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발리로드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
을 보았다고 중대의미를 부여한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연합하여 선진국들을 향하여
2012년 포스트교토체제 이후 저감목표 제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외교부 황후이캉(黃惠康) 기후변화협상 특별대표단장은 4월초 방콕에서 개최
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도 공식 발표를 통해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
국가가 진지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2012년 이후의
절감목표에 대하여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
였다. 이러한 중국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무대
에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중국에서는 원전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더욱 주목
을 받고 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민대회 기간
동안 순환경제발전 모델의 확대와 저탄소 도시 시범사
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
리드) 건설강화, ESCO사업추진, 각종 오염물질 관리
출처 : 인민망
방안 강화를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 12차 5개년규획 기간 동안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추진하고 각종 녹색규제를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
라 진출기업은 이점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더불어 이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
던 중국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중국판 그린오션(Green Ocean) 시장에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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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규제 동향
경상용차 배기가스와 유해물질 규제 강화

EU의회, 경상용차에 대한 신규 CO₂
배출규제법 승인
경상용차는 최대 3.5톤 이하인 물품운반용 차량(국제차량분류 N1 category)이면서 공
차중량 2.610kg 이하인 차량을 의미한다. EU 전체의 경상용차(van) 평균 CO₂
배출량
(EU fleet average) 달성목표는 2017년 175g CO₂
/㎞, 2020년 147g CO₂
/㎞이다.
2014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각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 중 70%의 CO₂
배출량
이 km 당 175g 이하에 달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00%의 모든 경상
용차의 평균치가 175g CO₂
/㎞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달성에 실패할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0년을 기해 모든 경상용차의
㎞당 CO₂
배출량이 147g을 원칙으로 목표 미달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목표
량 대비 초과 g/㎞ 당 95유로가 부과된다.
금년 2월 15일 EU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2009년 10월 28일에 집행위가 제안한 내용
보다 완화된 것이다. 집행위는 2016년부터 경상용차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175g CO₂
/
㎞으로 제안했었는데 EU 의회는 1년 연장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도별 이행율도 완화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연도별 경상용차(van)의 평균 CO₂
배출량
이행율과 EU의회가 승인한 법규의 연도별 이행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 경승용차 CO2 배출 175g 이하차량 허용치
집행위 제안내용

EU의회 승인내용

2014

2015

2016

2017

75%

80%

100%

-

2014

-

-

2017

70%

-

-

100%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장기목표 수준도 완화했다. 집행위는 2020년에 135g CO₂
/㎞
제안했었는데 반해 EU의회는 147g CO₂
/㎞로 완화했고 배출량 초과 시 부과금도 집행
위는 120 유로를 제안했는데 EU의회는 95유로로 인하하여 결정하였다.

───
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6개 화학물질 사용금지
EU는 인체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6개 위험물질(SVHC)1)의 사용
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금지한다.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
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기업은 사전에 유럽화학물질청(ECAH :
European Chemicals Agency)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화학물질은 발암성이 있거나 생식독성, 또는 해독성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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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남아있으며 생체에 누적되는 물질로서 SVHC 후보리스트에서 허가 대상의 물질로
확정된 것이다.
상기 물질은 원칙적으로 EU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고 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
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물질의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완벽히 취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사용이 리스크에 비해 경
제적, 사회적으로 더 유리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사용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REACH 규정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ACH Annex XIV(허가목록)에 추가될 6개 위험 물질 리스트
과도기
화학물질

특성

1

Musk Xylene

2

MDA

3

HBCDD

예외적 사용

허가신청 마감일

사용 만기일

vPvB

2013.1.21

2014.7.21

-

발암성(카테고리 1B)

2013.1.21

2014.7.21

-

PBT

2014.1.21

2015.7.21

-

2015.1.21

악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4

DEH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5

BB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2015.1.21

악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6

DB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2015.1.21

악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우유병에 비스페놀 A 사용금지
EU는 2011/8/EU지침(L26, 2011.1.29)을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일명 비스페놀
A(Bisphenol A)라고 하는 2,2-bis(4-hydroxyphenyl) propane를 함유한 플라스
틱제 우유병을 비롯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용기 제조를 금지했다.
2011년 6월 1일부터는 비스페놀 A를 함유한 폴리카보네이트 우유병을 비롯하여 식품
과 직접 접촉되는 용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업계의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U는 지금까지 2002/72/EC 지침으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허
용해 왔으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입증을 감안하
여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POLYCARBONATE
PLATIC) 제조 시 모노메르(monomer)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2010년 3월 29일 덴마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0~3세의 유아용 식품과 직접 접
촉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비스페놀 A의 임시적 사용 금지 결정을 EU집행위에 통고한데 이
어 프랑스 정부와 함께 2010년 7월 6일에 여타 EU회원국 정부들도 7월 9일에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우유병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고 집행위에 통고한바 사실상 대
부분의 EU회원국에서는 이미 금지된 상황이다.
비스페놀 A를 함유한 상점 영수증 종이도 사용 중단하는 경향이다. 프랑스의 다국적 유
통그룹인 Carrefour는 최근(2011.2.1) 그룹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비스페놀 A를 함유
한 영수증 종이와 상품권을 철수하고 사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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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규제 동향
환경오염사고에 형법 적용, 환경세 징수 추진

중국은 낙후산업 구조조정과 선진화의 일환으로 산업별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산업별 진입기준 강화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환경오염 방
지 및 에너지 절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1-2년 간 납 중독 사건, 카드뮴 쌀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민보건 강
화 차원에서 중금속 오염 등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 장쑤성, 쓰촨성,
후난성, 안후이성 등지에서 약 600명의 어린이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
해 집단 납 중독 증세를 나타낸 적이 있고 난징(南京)농업대 판건싱(潘根興) 교수가 중
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쌀 170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10%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부터 중대 환경오염사고에 형법 적용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중국 정부는 금년 5월 1일부터 환경오염사건 가해
자를 형법으로 다스린다. 형법수정안은 방사성오염물질, 전염성병원체, 유독물질 및 유
해물과 기타 환경오염유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시 3년
오염물질 배출 공장 모습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는 대용을 담고
있다.
금번 수정안의 특징은
‘환경오염’
에 대한 적용범
위를 크게 넓혀 당국의 법
률적용의 자의성을 확대한
데 있다. 즉, 중국에서 급
증하는 환경사고에 대하여
환경당국의 법률적인 영향
력을 확보한 계기가 된 것

출처 : 바이두

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환경오염 중대사고로 재산손실, 인명사망 등이 입증되었어야 하나
이제는‘엄중한 환경오염’유발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범위를‘위험폐기물’
에서‘유해물질’
로 확대하였
다. 마지막으로‘토지,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처벌 한다’
는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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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범위한 법률적용을 예고하였다. 중국에서 환경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정부 당국의 강화된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세 징수 추진
중국정부는 3월 17일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제 12차 5개년계획 개
요’
에서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환경세 징수에 대한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개요
에서는 그 밖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세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환경오염
유발세율 인상, 쓰레기처리비 인상, 오수처리비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정부는 12·5 기간 중인 2013년부터 환경세를 시행하기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철강 등 유관 산업계에서는 이미 손익계산이 활발하게 진
행 중에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현재 환경세에 대한 관심은 징수표준 제정, 징수대상, 세율, 환경세 사용범위 등에 집
중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환경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선 기존
의 각종 환경관련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의 우려에 대하여 우선 환경기업과 일회성용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 대상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회기간 인민대표의 수질오염처리기술 전시회 참가 모습

출처 : 중국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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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절약 시스템 Heliopan 공법
태양광 집열판으로 건물을 감싸 자체에너지 생산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환경 부문, 특히 에너지 절약형 주택(Passive House)
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일조량이 많은 지정학적 특성과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맞물려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오스트리아 교통기술혁
신부 주도로 지난 19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미래의 집(Haus der
Zukunft)과 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Haus der
Zukunft Plus는 이미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환경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Kreuzroither사 회사 로고

과거 미래의집이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에너지원 사
용 등 주로“친환경성”
에 중점을 두었던 데 반해, 최근
에는 건물의 디자인 측면까지도 강조하는 보다 세련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 중견 기업 Kreuzroither(크로이츠로이터)의
Heliopan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 세
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외벽의 태양광 집열판으로 에너지비용 70% 절감
크로이츠로이터사의 Heliopan 시스템은 태양의 에
출처 : www.heliopan.info
너지를 이용한 건축 시스템이다. 조립식 건물 외벽과 통
합된 태양전지판, 에너지 제어시스템, 천장형 공기조화기를 통해 냉난방을 하며, 전원
모듈변환장치로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얻는다.
Heliopan 시스템은 건물 외벽에 태양광 집열판을
태양광 집열판으로 덮힌 Kreuzroither사 본사 건물
설치하고 건물 밑에는 물탱크를 마련하여 온수를 저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저장된 온수 역시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60㎡ 면적의 건물 외벽
(태양광 집열판)은 연간 약 2만 5천㎾h의 에너지를 생
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과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실
내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밖에
Heliopan 시스템은 투명한 태양광 집열판 아래에 원
하는 종류의 색을 입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물을 원하는 색깔로 디자인할 수 있다.
크로이츠로이터사는 1950년에 설립되어 60년이 넘
는 역사를 자랑하는 업체로, 150명의 직원과 4,500m
출처 : www.heliopa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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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eliopan 태양광 집열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중견 기업이다.
건축 컨설팅 및 설계, 시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건물 외피 건축과 알루미늄,
스틸로 된 건물 외벽 건축, 문과 창문(틀) 제조, 방화문, 건물 입구(Portal) 제작 분야
에서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오스트리아 선두 업체
로 평가받고 있다.
크로이츠로이터사는 2008년 570㎡ 넓이의 본사 건물을 163㎡의 태양열 집열기
로 덮어 건축하였다.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는 각각 5,000L 용량의 3개의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는데, 저장된 물은 냉난방에 이용된다. 사장인 Mario Maroh 씨에 의하
면 Heliopan 공법으로 시공한 본사 건물은 기존 방식에 비해 냉난방비 등 약 7%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
크로이츠로이터사는 2010년에는 수도 빈에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였고 올해에는 지
방도시인 인스부르크에도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으로,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이란, 캐나다, 한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등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와 협력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2011년에는 보다 활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Heliopan 시스템 사업부를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회사의 2010년 매출액은 약 2천 4백만 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
비 약 30% 증가한 실적
Brixlegg 소재 Swarovski 사무실 건물
으로 2011년에도 최소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액 증
가가 기대된다. 크로이츠
로이터사는 과거에는 학
교, 유치원과 같은 공공건
물 부문을 주된 사업 영역
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에는 회사 및 상가 등과
같은 상업용 건물 부문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
고 있다. 최근에는 보석으
로 유명한 Swarovski
건물을 Heliopan 공법 출처 : www.heliopan.info
으로 시공하였다.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에
너지를 이용한 건물 외벽 시스템“Heliopan"으로 관련 분야에서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기업 Kreuzroither사에 한국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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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경량화 기술개발 한창
탄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소재 다양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의 화두는 연비 절감이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량 등 친환경차량 개발과 더불어 기존 가솔린 차량의 연비 개선을 위한 부품개발에 이르
기까지 각 완성차 기업들과 부품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 브랜드별로 연비 개선과 친환경 차량 개발에 엄청난 인력과 자
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나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때문이다. 연비 규제는 각 자동차기업별 평균 연비를
매년 특정 수준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등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
소형 차량을 많이 판매한 기업들에 비해 빅3 등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대형승용차나
SUV, 픽업트럭 등 연비가 낮은 차량들의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방 규제
는 여전히 버거운 목표로 보인다.
연도별 미국 차량 연비 목표

단위 : 갤런 당 마일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 차

승용차

33.8

34.7

36.0

37.7

39.5

량의 연비 증가를 위해서

경트럭류

25.7

26.4

27.3

28.5

29.8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한

전체

30.1

31.1

32.2

33.8

35.5

편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출처 : Auto News

위한 직분사 엔진 개발, 친
환경 차량용 고급 엔진 오일 개발 등 내연기관의 연비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차량을 가볍게 하기 위한 소재개발에 매진해 왔다.

탄소섬유, 가볍지만 가격은 비싸
일반 강철보다 강하면서 무게는 훨씬 가벼운 탄소섬유(Carbon Fiber Composites)
가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다. 탄소섬유는 과거에는 경주용차나 최고급 스포츠카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3년부터 일반 자동차의 보디패널이나 내장재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리섬유와 유사한 합성물질인 탄소섬유는 강도가 안정적인데다 보디패널부
터 차체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탄소섬유는 혼다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Acura NSX-R과 닛산의 Skyline GT-R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싼
원가와 생산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탄소섬유 소재의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lb당 가격이 6~7달러로, 일반 강철에 비해 원가가 매우 높아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탄소섬유 소재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산업과 대체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은 강성이 뛰어나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lass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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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Plastic)에 비해 각광을 받고 있다. 컨설팅사 Lucintel사에 따르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항공 우주산업 21%, 산업용 15%, 풍력 발전 11%, 자동차 부품
10%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경에는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이 25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북미와 서유럽, 일본이 대다수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탄소섬유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MW사는 2009년 탄소 섬유 전문 업체인 SGL Group과의 조인트벤처 계약을 통해
도심주행용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관
련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활용 확대
또 다른 경량소재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다. 일상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전
기, 전자, 우주항공 산업 등 폭넓게 사용되면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화학구조에 따
라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테레프탈산부틸렌, 폴리산화페닐렌
으로 구분된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Freedonia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은 2010년까지 연평균 2.5%가 성장하여 총생산량이 54억lb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전
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인데, 특히 폴리에스테르, 폴
리카보네이트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2012년에 약 100
만 톤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장규모는 약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
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2012년까지 차 한 대당 평균 약 12lb에 달하는 양이 사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하는 소재로, 낮은 가격과 열안정성을 지닌 코폴리
머의 개발과 사출 성형기의 발전으로 그 사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무게감소 효과이다. 자동차 차체 무게를 10% 감소시킬 때마다 휘발유 효율은 5% 증가한
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
다. 원가도 금속, 비금속에 비하여 싼 것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유
다. 실제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엔진 등 부품에는 36%가, 외장재와 구조재에는 29%
가, 내장재에는 35%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소재의 단가 인하가 상용화의 열쇠
이처럼 차량의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게는 더욱 가볍게 해주는 경량 소재의 사
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소 높은 단가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와
안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자동차 부품 소재로서의 경량소재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부품기업들은 일부 기존 부품의 소재 전환을 통한 완성차 업계의 연비
개선 노력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때는 생소했던 그린 테크놀로지(Green
Technology)라는 용어와 관련한 GM사 임원의 한마디가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 하는바
는 크다.“연비 절감, 대량 생산, 원가 절감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한국 업체들은 제대
로 된 길을 가고 있으며, 더욱더 매진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청사항이다.”

듀퐁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밸브커버

출처 : Dupont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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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녹색기술

친환경 유리 벽돌(Eco-glass block)
폐유리 활용에 대기오염정화 기능까지 갖춘 건축재

폐기물로 골치 앓는 홍콩
홍콩의 폐기물 처리량은 주요 매립지가 5년 내로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발생량은 연간 1만 6000톤을 초과하는데 대부분을 매립방식으로 처리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데 종이와 비닐류 재활용률은
50%를 밑돌고 매일 약 300톤이 생산되는 폐유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거의 없
어 약 2%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8%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실정이다.
폐유리를 사용해서 만든 친환경 유리벽돌(Eco-glass block)
이렇듯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콩 이공대학의 폐유리 재활용기술과
Laputa Eco Construction 사의 제조로 탄생한 친환경 유리벽돌(Eco-glass
block)은 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폐유리를 사용해서 만든 친환경 유리벽돌(Eco-glass block) 생산 기술은 홍콩
이공대학에서 특허를 받았고 현재 Laputa Eco Construction사가 홍콩 이공대학
과 라이센스 협정을 맺어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조방식의 핵심은 일반 콘크리트
벽돌을 만드는 과정과 같으나 주요원료로 폐유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친환경 유리벽
돌은 연소 과정이나 파쇄 과정에서 날리게 되는 비산회(飛散灰)와 폐유리 압축을 통
해 만들어진 유리모래를 특정비율로 혼합하여 생산되며 시공 후에 남은 친환경 유리
벽돌 조각도 다시 압축과정을 거쳐 재료로 사용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가공을 통
해 유리벽돌이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탄생하게 된다.
친환경 유리벽돌은 표층
Eco-glass block 시공 모습
과 내층으로 구성되는데
표층은 모래, 유리모래,
비산회, 시멘트로 구성되
고 내층은 굵은 골재, 유리
모래, 비산회와 시멘트로
만들어진다. 이 기술을 통
해 폐유리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친환경 유리벽돌 제조
과정에서 최대 50%의 강
모래와 15~25%시멘트가
출처 : Laputa Eco Construction 사 홈페이지
가공된 유리모래와 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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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리벽돌 색상 및 디자인

로 대체되므로 자연원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흡수율이 높은 기존의
벽돌은 외부공사 완료 후
붕괴될 염려가 있으며 흰
가루가 돋는 백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출처 : Laputa Eco Construction 사 홈페이지

Laputa Eco Construction사의 친환경 유리벽돌은 유리모래로 만들어졌기 때문
에 보통벽돌에 비해 흡수율이 낮고 중량도 가볍다. 저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면에서도 보통벽돌에 비해 낮아 이러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등장은 건축 재료비와 폐
기물 처리 고민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 완화 기능까지
홍콩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홍콩환경국(EPD)에서는 대기오염 지수
(API)를 다섯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마다 측정기를 설치해 모니터링 하는데,
최근 이슈가 된 대기오염지수 100부터는‘매우 심각’
의 단계로 장·단기 호흡 시 인
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홍콩의 도심인 몽콕, 센트럴, 코즈웨이베이
의 도로변 대기오염 지수 측정치를 종합해 본 결과 API 지수 100을 넘은 시간이
2010년 총 4489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8년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홍콩 이공대학은 홍콩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고려해 친환경 벽돌에 배기가스를 환경
오염에 무해한 분자로 분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이산화티
타늄(TIO2)을 기존의 친환경 유리벽돌 생산에 추가시킴으로써 벽돌을 통해 공기오염
요소를 최소 20% 제거하는 것이다. 공기정화요소인 광촉매(photocatalytic) 이산
화티타늄을 친환경벽돌 표면에 5밀리미터 정도 입히면 햇빛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아
차량이 배출한 일종의 유해배기가스인 아산화질소(NOX)를 분해시킬 수 있게 된다.
촉매작용을 거친 화합물은 환경에 무해한 산소, 물, 황산염(sulfate), 질산염
(nitrate) 그리고 다른 분자로 분해된다. 또한 이산화티타늄은 화학과정중 소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화학작용을 통해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
향후 녹색도시 건설에 큰 힘이 될 것
Laputa Eco Construction사는 홍
콩정부와 계약을 통해 툰먼 지역의 환경보
호 공원의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친환경 유
리벽돌로 포장하였으며 정부 역시 임대아파
트나 대학 건물, 공원 등에 친환경 유리벽돌
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
재인 유리벽돌은 홍콩정부의 저탄소 녹색도
시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기 오염요소 분해 매커니즘

출처 : Laputa Eco Construction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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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장 이슈

기로에 선 프랑스 태양광발전산업
프랑스 정부, 발전차액 지원금 대폭 삭감

프랑스의 태양광발전산업은 독일이나 스페인에 비해 출발은 느렸지만 정부의 장려정책
에 힘입어 2009년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다. 산업이 과열 양상을 띠게 되자, 프랑스 정부
는 작년 12월 발전차액지원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규 정책 방향이 발표된 3월 초까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었으
며 태양광발전산업계에서는 발전차액 정책 수정의 여파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단기
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태양광 산업은 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
이며 향후 발전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전기 단가가
일반 전기요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고유가 시대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태양광 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진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

프랑스 태양광 산업, 2009년부터 본격 성장
프랑스는 독일이나 스페인에 비해 한 발 늦게 태양광발전 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관련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2009년 이후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과 개인 소득세 감면
등의 공격적인 지원책을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프랑
스 내 신설된 발전시설 규모는 521㎿로 2009년 185㎿ 대비 3배가량 증가했으며 2010
년 말 기준 총 발전능력은 850㎿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태양광발전산업은 출발이 느린 만큼 시장 규모 역시 선두국가인 독일이나 스
페인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조합(SER)이 집계한 통계에 의
하면, 현재 265개의 태양광발전 산업 기업이 있으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총 고용인원
은 2만5000명이다. 프랑스 태양광발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
인데 특이한 점은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수입한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에 설치된 패널의 90%가 중국산이며 최대 공급업체인 중국의 Suntech사는 전체시장의
12~1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태양광발전산업은 크게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설비 및 부품 제조업과 이후 발전
소를 통한 전력생산 및 공급업계 등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및 부품 제조

이 분야는 세부적으로 금속가공기계 제조, 실리콘 및 셀룰 제조, 모듈 제조, 모듈용 원자
출처 : 파리 KBC

재 공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품 공급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분야에는 6500여 명이 종
사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용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Semco
Engineering, Machines Dubuit 등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및 셀룰 제조업체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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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프랑스 회사는 극소수로 Photowatt가 실리콘에서 모듈까지 전 제품을 제조, 공급하
는 대표 기업이다. 이 외에 실리콘 분야에서는 Emix라는 중소기업이 실리콘 링곳을,
S'Tile이라는 벤처기업이 2011년 말 실리콘 괴 시범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셀룰 분야에서는 Photowatt와 프랑스 전기공사인 EDF 등으로 구성된 PV Alliance
컨소시엄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태양광발전 주요기업

2008년 프랑스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와 감세 혜택에 따라 태양광발전 분야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여 현재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EDF EN사는 프랑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기업이다.
2010년 말, 70.2㎿의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112.5㎿ 규모
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한 Solairdirect 사는 60㎿ 수준의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업체 외 Sechilienne-Sidec, Voltalia, La Compagnie nationale de
RHONE, Neoen 등의 기업이 태양광 발전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 발전차액 감축조치 실시
정부의 장려책으로 프랑스의 태양광발전능력은 정부 목표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프랑
스 정부는 지원정책을 축소하고 시설 인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지
원책이 자국기업보다는 중국기업을 지원한 형국이 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작년 1월과 9
월 두 차례에 걸쳐 발전차액 감축 조치를 발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시행령을 통해 향후
3개월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방
침을 발표하여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부의 급격한 정책 선회에 따라 신규 프
로젝트 투자를 계획 중이던 기업들은 3개월 동안 긴장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미국계 대기
업 First Solar사는 지롱드(Gironde)지방에 계획 중이던 박막형 태양광전지 공장 설립
건을 비롯하여 약 10여 건의 프로젝트들을 중단했으며 Photowatt사는 정부 조치의 여
파로 지난 1월 670명의 공장 직원 중 331명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로 인해 금속공작기계 제조에서 전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업 종사자 2만 5천여 명
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2010년 프랑스의 에너지 발전능력 및 생산 현황
분야

생산단가(유로/㎿h)

발전능력(㎿)

생산량(비중,%)(TWh)

2009년 대비 생산 증가율(%)

원자력

30∼40

63,000

407.9(74.1)

4.6

수력

20∼80

25,000

68(12.3)

9.9

풍력

지상: 60∼70, 해상: 100∼110

5,573

9.5(1.7)

22.2

태양광

200∼220

850

0.6(0.1)

281.6

출처 : 산업주간지 L’Usine Nouvelle(2011.2.10-16)

작년 12월의 시행령 발표 후 정부는 예고한 대로 3개월이 지난 3월 5일자 관보를
통해 10일부터 적용될 태양광발전지원지침 관련 신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는 매년 500㎿의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2020년까지 5400㎿의 시설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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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해졌는데 업계는 이 수치가 내수시장을 개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이다. Saint Gobain사 Guillerem Huguen이사는“최소 800㎿∼1GW가 되어야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연간 쿼터는 이 회사가 추진 중인 프랑스 내
건설프로젝트에 투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규모”
라고 토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독일의 연간 추가시설 규모가 3~5GW인 점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가 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기업들은 정부가 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 및 지출을 3
년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폭증하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발전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업계는 프랑스 정부에 일관된 정책집행 요구
관련 업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
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발전시설 실링에
달할 때마다 발전차액지원금을 인하하고 있는 독일식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의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예측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도
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계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태양광산
업 발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프랑스 태양광에너지 국립
연구소(Ines)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에 필수적인 전기차, 저장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개발이 미흡하여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지원책 변화로 내수 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등 위기에 처하
자 EDF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찾아나가고 있다. 프랑
스의 태양광발전패널 수출은 2010년 4억2600만 유로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다.
2세대 태양광발전 산업이 열쇠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왜 중국산 태양광패널이 세계 시장의 29%, 프랑스 시
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Richard Loyen 프랑스 태양광에너지기업협회 대표는
“어느 산업에서 인건비가 부차적 요소라면 주요 관건은 가격경쟁력이다”
라고 강조
한다.
중국에 내준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2세대 태양광발전산업, 특히 박
막형 전지 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막형은 기존의 실리콘 기술에
비해 더 단순하기 때문에 W당 생산가를 현재 수준보다 3배가량 낮은 0.5~0.7유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Total이나 GDF(프랑스가스공사), Saint
Gobain과 같은 대기업들이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프랑스 태양광
에너지연구소 관계자는 주장한다.

GREEN REPORT 2011 Vol.11

유럽 각국의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산업 성장 둔화 예상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정책을 감안할 때, 태양광발전 산업에 즉각적인 제동이
걸릴 것은 확실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프랑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럽의 경우 스페인이나 독일, 체코 등지에서 정부 지원 축소가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태양광발전연합회(BSW-Solar)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3~5GW의 속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
인다. 결론적으로 2020년까지 독일 내 태양광발전 규모는 52∼70GW 정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태리의 경우 2009년 720㎿, 2010년 1.9GW 정도 추가 시설이 건설된
가운데 올해 신규 설비 규모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3.9GW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 시장은 2011
년 최소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요금과 같은 수준이 될 것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격이 설비 효율성 증가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단가 절감의
결과로 인하되는 한편,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어 결론적으로 태양광전기요
금은 일반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이태리 남
부 지역에서는 이미 두 요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태양광산업협회(EPIA)는 2030
년까지 유럽 각국 별로 두 요금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태양광 시장, 잠재력은 충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부채문제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프랑스 정
부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결과적으로 중국 등 EU 역외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
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폭 수정하여 보완한 상태로, 한국 제품의 수출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0㎿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
제도 대신에 입찰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은 상당히 불리해졌고 대기업들 간의 가격경쟁
도 보다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태양광산업 분야의 전망이 어둡지 않은 이유는 태양광에너지
분야가 고유가와 태양광전지 가격 인하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정부 지원 없이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양광에너지 산업은 최근 3년간 불안정한 거시경제 및 예산긴축으로 침체되었
다. 그러나 태양광전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유가는 오르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
쟁력을 회복하는 등 불경기 동안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련 업계는 태양광 에
너지 산업이 정부의 지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이 형성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프
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2년 대선 이후 태양광에너지 분야 연간 설비 쿼터를 500㎿에서 800㎿
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 때까지는 현지 태양광발전 분
야의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들이 승인받은 발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프랑스 시장 진
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지방의 태양광 판넬

출처 : 파리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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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전시장에 부는 새로운 절전바람
일본의 ECO 할인제도

정부와 전기업계, 2013년 절전형 가전에 대한 새로운 할인제도 검토
일본 정부와 전기업계가 친환경 절전형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새로운 할인제도 만들
기에 나선다. 업계는 2013년 도입을 목표로 절전형 가전에 의한 이산화탄소삭감 효과
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평판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적인 환원금액은 제품 당 2000∼3000엔 정도이며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환원
금액은 2009년에서 올해 3월까지 실시된 가전 에코포인트의 반액 정도에 해당할 것으
로 보인다. 절약형 가전의 경우, 향후 약 10년 동안 CO₂
삭감량 배출권을 국내 거래시
장에 매각하여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며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법
으로는 구입 시에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나 배출권 매입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 크레디트 제도”적용 확대
금번 절전형 가전 할인 제도는 일본정부가 운영하고 있는“국내 크레디트 제도”
의적
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국내 크레디트 제도”
(국내 배출 삭감량 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제공 받고 공동으로
CO₂
배출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그 삭감량을 국내 크레디트로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
다.
이 제도에서“대기업”
이란 정부가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에 의거, 일본경제단체
연합회(경단련) 산하의 개별 업종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인정한 개별 업종 단위의
CO₂
배출 삭감 계획(자주행동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
이란 자
주행동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받고 절전형 설비 도입을 추진
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삭감한 CO₂
를 국내 크레디트로서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은 국내 크레디트를 자주행동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자금, 시간, 인력
등의 요인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
에게는 배출삭감 촉진 및 종래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에 유출하고 있었던
자금의 국내 회귀 등이 기대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제조업체나 병원, 호텔이 전력회사나 제조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고효율 보일러나 조명설비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다. 설비 도입 전후의 배출량 차이를 산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의 운영주체인 정부 산하 국내 크레디트 위원회가 기술 및
방식마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새로운 모델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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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업종 주요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작년에 위원회에“기존 TV를
고효율 TV로 교체함에 따른 CO₂
배출량 삭감”
에 관한 산정 모델을 제안하여 승인 받은
바가 있으며, 이번 절전형 가전 할인 제도 검토는 TV부터 기타 가전제품까지 범위를 확
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할인제도 검토내용
할인제도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일본전기공업회(JEMA) 등 전기 관련 주요 4개 단체가
경제산업성과 연계해서 제도설계에 착수했다. 공표된 내
용에 의하면, 배출권은 상사나 배출권거래 중개업체가
매입하고, CO₂
를 많이 배출하는 전력업계나 철강업계
등 국내기업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현
재 일본 국내 배출권 매입 금액규모는 연간 약 2000억
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업계와 경제산업성은 올해 중에 가전제품을 구입
한 가정 중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전력사용량을
계측해서 절전형 가전이 CO₂
를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
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7500만
엔의 예산을 확보했다.

새로운 절전형 가전 할인제도의 적용 방법

전기업계와 정부, 에코포인트제도 종료에 따른 대책 필요
전기업계가 이런 할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가전 에코포인트 제도”
의 종료
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본 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발생 후에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소비자가 친환경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나중에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
다. 대상품목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TV, 에어컨, 냉장고 등이었다. 2009년 5
월에 시작해서 2010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엔화 강세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3월말에 종료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2009~2010년의 가전 시
장 판매량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제도종료 이후 반작용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기업계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소비 자극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9조 5천억 엔의 가전시장, 절전형이 대세
금융위기 직후 실시된 가전 에코포인트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장조사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가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엔 증가한 9조5천억
엔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실시로 일본 가전 메이커들의 강점인 절전 기술
이 더욱 부각되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할인 제도의 도입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일본 가전시장에 진출할 때는“절전형 제품”
을 포인트로 공략하는 것이 당
연한 흐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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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녹색정책을 책임진다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에너지시장청

싱가포르의 녹색정책을 책임진다
2001년 설립된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Energy Market Authority)은 통
상산업부 산하 법정기관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에너지 시장의 경쟁 촉진, 활발한
에너지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미래 에너지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지속가능한 미래
‘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에너지시
장청의 주요 임무이다.
건축과 가정의 에너지효율 강화 추진
2009년 4월, 싱가포르의 정부부처 위원회인 IMCSD(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청정 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장기계획인‘지속가능한 싱가포르 청사진’
을 발표했
다. 청사진에서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 전체 건물의 80%에서 그린마크 인증을 받고,
2005년 대비 에너지 효율을 35% 향상시키며, 모든 거리 이동의 70%가 대중교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싱가포르 피크
에너지수요의 5%를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에너지시장청에서는 청사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물 등 주요 자원 사용효율 높
이기,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측면에서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기, 싱가포르의 자원 제약을 뛰어넘을 새로운 기술 개발하기, 깨끗하고 자원 효율이 높
은 싱가포르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감 높이기 등 네 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에너지산업 담당 대표기관으로서 현재 스마트에너지 경제 구축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MOU를 체결한 미쓰비시 전기자동차 iMiEV

출처 :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2012년까지 전기자동차 도입 실험 추진
그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자동차 도입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사용 자동차에 비해
더 효율적이며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 꼽히
고 있다. 2009년 5월 싱가포르에서는 전기자동차 실험을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에너지시장청과 육상교통청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실험을 시작하고, 대표 기업인 Renault-Nissan, Keppel
Energy 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싱가포르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 개발, 도입, 운영 및 유지할 기업으로 Robert Bosch (SEA)
Pte Ltd를 선정하였다. 에너지시장청에서는 이번 실험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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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하는 전반적인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전기자동차 도입 여부를 판
단할 예정이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한창이다. 2009년 11월 시작된
IES(Intelligent Energy System)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전력망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싱가포르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능형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세워 미래
를 대비한 싱가포르 전기 인프라스트럭처를 준비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IES
는 싱가포르 스마트그리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스마트그리드 어플리케이션
과 기술을 실험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IES가 성공하면 에너지시장청에서는 싱가포르
전력시스템에 적합한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채택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바이오연료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 그리드타이 시스템
다양한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에너지와 바이오연료가 싱
가포르에서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조력에너지, 해양
열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 요소
를 고려할 때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태양광에너지는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싱가포르의 연평균 일사랑은 1150㎾h/㎾p/year이며, 이는 온대지역 국가에
비해 약 50% 가량 많은 양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도시 환경은 동남아 지역에 수
출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 역량을 개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서는 Serangoon과 Wellington 지역에 위치한 두
공공주택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개의 공공주택 단지에서 하루에 220㎾h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 시스
템을 실험하고 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싱가포르에는 31개의 전력망 연결
상업용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스템의 총 용
량은 422.1㎾p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제조 노하우,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하우는 태양광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추진된 REC사의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제
조공장 건설, Solar Energy Power 사와 Eco-Solar 사의 태양광패널 제조
부문 투자, 대표 청정에너지 기업인 SolarWorld 및 Conergy 등의 아시아태
출처 :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평양 본부 구축 등은 싱가포르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
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싱가포르의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 대안 연구대상은 바이오연
료이다. 싱가포르의 탄탄한 석유화학 산업은 바이오연료 산업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반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물류 연결성과 바이오연료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의 지
리적 근접성은 바이오연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싱가
포르의 강력한 R&D 기반도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싱가포르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요즘에는 옥수
수, 사탕수수, 팜 오일 등 식용작물에서 얻는 바이오디젤보다 발전된 바이오연료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자트로파 오일과 같이 친환경적이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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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식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Temasek Life
Sciences Laboratory에서 자트로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협력사들과 함께 별
도 회사 JOil (S) Pte. Ltd.를 설립하여 상업용 자트로파 플랜테이션을 위한 우수한 자트
로파 잡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풍력에너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노력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30개 이상의 녹색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에너지시장청에서는 2500만 싱가포르달
러(미화 1967달러) 규모의 ERDF(Energy Research Development Fund)를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집약도 감축목표 달성지원,에너지산업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는 1700만 싱가포르달러(미화 1337달러) 규모의
CEPO(Clean Energy Programme Office)를 통해 국내와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에
서 청정에너지 기술을 실험하는데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국가 차원의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10억 싱가포르달러의 예산을‘국가혁신과제(National Innovation
Challenge)’
에 배정하였다. 에너지 연구를 위한 기존 자금 지원책과 달리 국가혁신과제
는 더 폭넓은 범주와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시스템 차원의 청정기술 솔루션들을 실험할 수 있는 대규
모의 살아있는 연구소로 기능하게 될 싱가포르 최초의 에코비즈니스 단지인 청정기술단지
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청정기술단지는 혁신적인 청정기술허브로서의 싱가포르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대표 에너지산업 플랫폼 SIEW와 청정에너지 전시회 CEEA
에너지시장청에서는 싱가포르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 세계 에
너지 논의에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 등 다자간 및 지역적 에너지 논의에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싱가포르 국제 에너지주간(SIEW, Singapore
International Energy Week)을 개최하여 국제 에너지 부문의 만남과 대화,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SIEW는 싱가포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심 행사로, 일주일 간 컨
퍼런스, 토론, 무역 박람회, 네트워킹 세션 등 다양한 세부행사로 구성되어 개최된다.
SIEW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 비즈니스리더 등이 모여 에너지 문제, 전략 및 솔루션들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SIEW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부터 재생가
능한 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 시장을 다루며, 아시아 에너지 시장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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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W는 2008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된

CEEA 전시회 홍보물

세 번째 SIEW에는 60개국 이상에서 450개사 이상의 전시업체들과 1만 4500명 이상
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2010년 SIEW에서는 스마트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청정
에너지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폭넓게 다루었으며, 스마트에너지 경제 촉진 과제를 다
루었다.
SIEW를 구성하는 행사 중 하나인 CEEA(Clean Energy Expo Asia)는 201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었다. CEEA는 기술, 서비스, 재무 및 정부 부문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이동형 솔루션,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무역박람회 및 컨퍼

출처 :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런스이다.
2010년 CEEA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솔루션 분야의 아시아 기
업이 참가하였으며, 50개국 이상에서 5000명 이상의 청정에너지 전문가와 172개 전
시업체들이 참가하였다. 2010년 CEEA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스마트그리드, 지속가
능한 이동성, 에너지 안보 및 재생가능한 프로젝트 투자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시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바이
오연료 및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태양광패널 및 풍력터빈 분야의 폭넓은 청정기술들
이 전시되었다.
2011년 SIEW는‘우리의 에너지 미래 확보(Securing Our Energy Future)’
라
는 주제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싱가포르 에너지 강연, 싱가포르 에너지 정상
회담, 다운스트림 아시아, CEEA, PV 아시아퍼시픽, 카본포럼아시아, 아시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EMART 아시아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개최될 예정이다. 2011년
SIEW에서는 태양광 전시회‘PV 아시아퍼시픽’
과 스마트그리드 업체들을 위한 플랫
폼‘아시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를 새롭게 추가하여 청정에너지 부문 프로그램을 강
화하였다. 2011년 CEEA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 선텍시티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거대한 에너지 수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정책들을 바탕으로 아시

CEEA 전시 모습

아 지역이 청정에너지 대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CEEA는 아시아태평양 지
역 내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CEEA에는
약 200개사의 전시업체와 55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EA 전시회, 아시아 신재생에너지 교류의 장으로 성장 기대
2011년 CEEA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리더와 정책 입안자, 학자들과
함께 지식 공유, 기술 혁신, 프로젝트 개발 등에 있어 협력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
은 기회이다. 새로운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자 발굴과
시장 트렌드, 관련정책,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유력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가질 수 있다. CEEA는 단순히 신재생에
너지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대표
적인 신재생에너지 행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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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건축·에너지 전시회
Bauen & Energie
에너지 절약과 건축 부문의 오스트리아 대표 전시회인“Bauen & Energie 2011"
이 2011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위치
한 Messezentrum Wien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2010년
을 고비로 한 풀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
Messezentrum Wien 전경

기 회복세는 정부 당국의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과 맞
물려 특히 환경 및 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출처 : www.bauen-energie.at

친환경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시장의 높은 관
심을 반영하듯 꽃샘추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시회 기간 동안 총 4만7900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
아 성황을 이룬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관객들의 높은 관
심과 함께 총 570개의 전시 참가업체의 숫자가 나타내
듯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친환경, 에너
지 절감 업체가 참가하였다.
A, B, C 3개의 홀에서 총 전시면적 4만3000㎡ 규모로 개최된 금번 전시회에는 최
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듯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절전형 제품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건축자재도 인기를 끌었다.
금번 전시회에서는 참가업체들의 제품 소개 이외에도 상담 스탠드,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 일반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특히 눈길을 끌었
다.“Beratung ohne Wenn und Aber(Consulting without When and
But)"이라는 모토가 상징하듯, 전시회 기간 동안 총 14개의 상담 스탠드를 운영함으
로써 건축 및 에너지 관련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일반 참관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현장
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에코씨티 포럼, 친환경 건축소재 포
럼 등 다양한 행사가 더불어 개최되었다.
이 결과 금번 전시회의 성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전시회의 내용 및 진행
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전시회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관객 중 단순히 구경할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3/4이 향후 1년 내에 증개축 및 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계, 시공 등 실제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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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참관객의 숫자도 6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시회에 쏠린 업계의 뜨
거운 관심을 짐작케 할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형 난방기술이 가장 인기
에너지 절약형 건축 소재 및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들의 제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주된 관심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난방/에너지/친환경 기술(40.5%), 건축 자재(27.1%),
문/창문 관련 제품(21.8%), 증개축(17.9%), 욕실 및 위생 설비(15.5%), 자연석/타일
(15%), 바닥재(13.4%), 전기/전자/보안 설비(13.4%), 건물 설계 및 컨설팅(12.9%), 지
붕/벽돌/기와(11.3%), 정원(11.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난방/에너지/친환
경 기술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전시회에는 Raiffeisen Lagerhaus, Schneider Electric Austria,
Solarlux Aluminium Systeme, Solarvolta Montagen, Waku und Zenker
Hausbau 등의 업체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 Raiffeisen
Lagerhaus의 Baucenter Schwechat 책임자인 Bernhard Schroeck 씨는 처음
참가한 Bauen & Energie의 성과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수도 빈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의 업계 관계자 및 실수요자 등 자신들의 타겟 고객층들을 다수 만나 유용
한 비즈니스 상담들을 진행한 바, 향후 계속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전시회에 참가한 MS Klimatechnik 사의 CEO인 Peter Stari 씨
는, 금번 전시회가 자신들의 주력 제품인 열펌프(Waermepumpe)를 소비자들에게 선보
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부스를 찾아 제품에 대
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는 등 성공적인 전시회였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그는 에너
지 절약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장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스템 창문 및 창틀 제조업체 Fenster Ludwig社의
Bernd Ludwig 씨도 전시회 기간 동안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부스를 찾는 참관객들의 수나 빈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좋은 잠재 고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전시장 모습
행사 주최인 Reed Exibitions Messe Wien의 담당
자인 Max Poringer 씨는 올해의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내년 전시회도“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
재료, 시스템 및 솔루션”등의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빠르게 그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는“Bauen & Energie Messe”
에 한국의 관
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전시회 참가 및 참관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2012년 전시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출처 : www.bauen-energie.at
않은 가운데, 2월 중순경에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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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친환경 건축전시회 Ecobuild 2011
지속가능, 에너지효율 건축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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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build는 미래 친환경 건축, 건설, 인테리어 분야를 중심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산업 종합전시회다. 전 세계 친환경 기술 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미래 그린
산업을 주도할 신기술을 선보이고 각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환경부문 권위
자가 참여하는 100여 개의 세미나 시간을 통해 업계리더들이 친환경기술의 시장적용
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Ecobuild는 민 간 연 구 개 발 컨 설 팅 사 BRE (British Research
Establishment Group) 의 후원과 왕립건축협회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영국 녹색 건축위원회(UK Green Building Council)를
비롯하여, 영국 환경식량농산부(DEFRA -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등을 협력기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올해 런
던 Excel 종합전시센터에서 3월 1일 개막된 Ecobuild 2011은 전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환경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지속 가능성이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음을 반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금번 Ecobuild 전시회에서 제시한 5대 주제들은 크게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모두
세미나와 컨퍼런스의 주요 토픽으로 채택되었다
① 지속가능 디자인 (Sustainable by Design)
② 미래 에너지 (Future Energy)
③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 증대 (Energy in Buildings)
④ 도심의 지속가능발전 (Sustainability and the City)
⑤ 도심 녹화전략 (From Grey to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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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트렌드, 철근에서 목재로 이동 중
올해 Ecobuild 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지속가능 건축모델’
최근 한국에서는 한옥열풍이 불면서 규격화된 조립식
한옥건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옥을 떠나
현대식 건물의 신축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로, 영
국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가 주를 이루던 건축자재 분
야에서 목재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본 전시회에서도
이와 같은 트렌드가 감지되었는데, 주최 측은
Extreme Timber 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목재건축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Glulam 이라고도 불리는 가공목재 (Engineered 출처 : Excel 전시장
Timber) 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① 수명이 다해 폐기 시 자연 분해되는 천연소재이므로 친환경적
② 톤당 에너지보유량이 640㎾/h 로 강철과 비교했을 때 불과 24분의 1 수준
③ 신축/유연성 면에서 강철보다 우월
④ 세계적으로 금속가격이 폭등추세로, 목재사용은 강철과 비교 시 톤당 평균 5분
의 1 가격 수준으로 월등히 경제적

가공목재를 이용, 철근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형태의 지붕을 수월히 설계

가공목재로 건물의 기본구조물 (프레임) 또한 대체가능

출처: Pasqquin Saint-Gobain 사

물 소비절약 개조 서비스
인기
영국인 1명이 하루에 소
비하는 물은 평균 3400ℓ
나 된다. 이는 집이나 사무
실에서 샤워할 때, 또는 마
시는 물로 소비되거나 교
통, 음식 등 각종 일상에서
소비되는 물의 총량이다.
물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자원 중 하나이지만 동시
에 가장 귀한 자원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자원의 고
갈은 산업문명의 근간을
뒤흔들지만 물의 고갈은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자원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난
50년간 진행된 수질오염
과 사막화로 인한 담수고
갈 등으로 전 세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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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없어 죽는 인구가 매년 8천만 명 이상이다. 영국 환경부 DEFRA 는 50년 이내
에 영국 또한 물 부족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Ecobuild 에는 그간 저탄소산업의 심벌이었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이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금번 전시회에
서 물 소비 효율화를 주제로 전시된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배관설비를 이용한 누수최소화
② 지붕에 설치하는 빗물채집 설비
③ 생활오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재활용
④ 물 절약형 주방 및 욕실 설비(타이머부착 수도꼭지 및 물 최소사용 기능부착 좌
변기 등)
빗물저장탱크 Water Butt

출처: Pasqquin Saint-Gobain 사

헌 카펫을 재활용한 병원용 카펫

출처: Desso 사

환경보호를 위한 카펫 재활용도 활발
영국카펫재활용협회가 Ecobuild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년 영국에서 버려지는 카펫쓰레기는 50
만 톤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카펫을 재활용하는 기
업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카펫은 비소 함유율이 높고
카펫 설치 시 사용되는 다량의 접착제로 인해 폐기 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된 카
펫을 수거하여 재가공하는 서비스분야가 성장하고 있
다. 카펫재활용협회 회원사 중 현지 인지도가 높은 카펫
제 조 사 들 인 Desso,
헌 카펫 원단으로 만든 카펫
Miliken, Forbo 3사는
공동부스로 참가하여 행
사기간 중 무려 140여 개
의 신규사업파트너를 발
굴했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과 에너지효율
이 전시회의 키워드
금번 전시회는 일반적
출처: Forbo 사 제공
인 건축기업 전시 외에도
400개 참가업체로 지속가능 디자인, 미래 에너지, 에너지 효율, 도심의 지속가능 발
전, 도심 녹화전략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이 중 310개 업
체가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으로, 향후 그린 빌딩이 건축시장을 강타할 것임
을 암시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민간 전력기업에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전력소비 주체
인 일반 가정의 전기소비 감소를 지원하고 있어 향후 그린 빌딩 분야는 더욱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www.kotra.or.kr

세계와 함께하는
그린 비즈니스 파트너 KOTRA
세계의 녹색시장 경쟁 속에서 당당한 국가경쟁력과
우리 기업의 힘을 키우기 위해 KOTRA가 한걸음 앞장서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녹색미래를 위하여!
KOTRA가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