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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 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

정재형 ․ 김기만1)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1)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1. 서론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물을 생산하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 연료전지 시스템 대부분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직접적인 수소가스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료전지의 친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Jung and Kim, 2017). 

본 연구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술수

준의 운영자료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으로 하였다. 활동자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의 운영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는 상향식접근법(Bottom-Up Approach, BUA)를 이용하여 자

료를 구축하였다. 운영경계 설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원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별 프로젝트 경계를 설정하고, 직접 배출감축원은 연료연소 예를 들어, 연료전지 

LNG 투입 개질량 등 투입에너지, 간접 배출감축원(scope 2)은 순 전력생산량과 순 스팀생산량으로 구분하

였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산정방법은 IPCC(2006)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전력거래

소에서 제공하는 전력 간접배출계수(Indirect Emission Factor, IEF)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팀 간접배출계수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IPCC, 2006; KPX, 2012; GIR, 2013; KEC, 2016)

3. 결과 및 고찰

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결과, 연료전지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은 7만 tonCO2eq/yr로 나타났으며, 직접감축(scope 1)은 –26만 tonCO2eq/yr(-44%), 간접감축(scope 2)은 33만 

tonCO2eq/yr(56%)로 나타나,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결과해석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을, (+)는 온실가

스 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료전지에 의한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감축은 이산화탄소(CO2) 6.9
만 tonCO2/yr(98.9%), 메탄(CH4) 0.0005만 tonCH4/yr(0.2%), 아산화질소(N2O) 0.0003만 tonN2O/yr (1%)의 비

율로 나타났다. 연료전지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감축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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