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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촉발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

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미래 사회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5G,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모델

과 함께 에너지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2050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 가입, 유엔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

별 보고서 채택 등 탄소 중립 선언은 전 세계에서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탄소, 온실가스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

루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다. 2020년 12월에는 탄소중

립을 위한 에너지 관련 모든 부문,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

물, 폐기물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이 발표되었

다. 2021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발

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친환경 해운으로

의 전환, 청정수소 활용확대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상용화 

등의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이 발표되었다.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중 주요 육성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5G,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기반의 4

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디지털트

윈 등의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경제성이 낮아 사업성이 없다고 하던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 기술발전 및 시장 확대로 기존 발전원 대비 국제적인 측면에

서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

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

지 태양광, 육상풍력의 균등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각각 90%, 71% 하락하였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보다 저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Digital Transformation

글. 천영호 GS에너지 부장

DT Trend

<https://taraenergy.com/blog/renewable-energy-need-to-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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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산업혁명 이후 상상도 못했던 화석 에너지에 대한 사용 

중지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화석 에너지의 매

장량 고갈이 아닌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문제로 인해서이다. 석

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수력, 지

열, 수소 등의 저탄소/탈탄소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시스템

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간헐성에 따

른 저장과 운송의 문제도 분산형 발전, ESS(Energy Storage 

System) 및 수소 이용으로 해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인근에

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ESS를 이용하여 수요보다 많은 발전

량을 저장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 에

너지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

고 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수요처에서 수소차, 

수소트럭, 수소배 등에 직접 연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다시 수

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로 전환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2021년 5월에 발표된 IEA의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재생 에너

지가 전력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9%에서 2030

년 60%를 거쳐 2050년 거의 90%까지 높아진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재생 에너지 발전을 리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5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은 각각 23,000 TWh 이상이 

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탄소제로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에너지 수요 중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부분을 전기차 수요 등을 

합쳐 대폭 상향하고, 그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재생 에너지, 수

소 및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며 비 전기 에너지 수요 부분을 

수소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는 최종 에너지 수요 중 재생 에너지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전기화와 전기차 사용 등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전

기화를 제외한 전기화가 어려운 에너지 수요 부문을 담당할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수소 생산량 7,000만 톤의 90% 이상

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부생 및 추출수소로 생산과

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이나, 2050년 예상되는 

수소 사용량은 5억 3천만 톤으로 대부분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로 구성되는 청정수소로 생산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이끄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구조에서 디지털의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초

지능·초연결·초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이 모여서 형성된다.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주

구분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목표 2050 2050 2050 2060 2050

대표 
정책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Green Deal 탈탄소 실현계획 Zero Carbon China Clean Energy Revolution

주요 
목표 

·  2030년까지 ‘18대비 
GHG 35% 감축 (’21. 8. 탄
소중립기본법에서 상향
됨)

·  2030년까지 ‘19대비 
GHG 50% 감축

·  2050년까지  ‘19대비 
GHG 850억 톤 감축 

·  2050년까지 총 에너
지 수요의 67%를 전기, 
12%를 수소로 대응

·  2035년까지 제로탄소발전

주요 
육성
분야

·  풍력, 태양광, ESS
·  빅데이터, AI기반에너지 
효율화 

·  수소/전기차, 이차전지 등
·  건물 에너지 절감,재활용 
·  그린수소, CCUS, 화이트
바이오, 저전력 반도체 등

·  해상풍력/조력
·  자율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  재활용/순환경제
·  탄소정보 디지털화
·  그린수소

·  풍력, 태양광,지열,  
원자력, 바이오

·  수소/전기차, 이차전지 등
·  빅데이터, AI기반 에너지 
효율화 

·  블루카본

·  풍력, 태양광, ESS
·  수소/전기차, 이차전지 등
·  에너지 공급 디지털화
·  제로탄소발전
·  그린수소, 제로카본스틸

·  풍력, 태양광,지열, 원자력, 
ESS,제로탄소 발전

·  수소/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초경 전철 버스, 초고속 철도· 
건물 에너지 절감 

·  청정 에너지 인프라

표 1.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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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기술의 종류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전기차,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사이버보안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추어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스마트 기술을 통

해 적절히 분배하고 조절하는 등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의 융복

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

생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에 비해 간헐성이라는 단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분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디

지털 기술과 접목되면서 단점들이 상쇄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

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와 ESS는 이미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고,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기술로 이들 분산형 전원을 하나의 발전소

처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많은 분

산형 전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집하며 분석에 활용

하고 있다. 에너지의 소유에 있어서는 과거의 독점적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전원과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

시에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를 열었다. 드론의 경우에도 태

양광, 풍력발전 현장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

면서 발전 효율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준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미래 사

회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블록체인, VR/AR,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모델

과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디지털 전환 기술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인공지능을 기상예측에 활용하는데, 

지능형 튜닝 메카니즘을 태양광·풍력 발전기에 통합하여 기상

변화에 따른 수익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다. 발전량 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적 정비 분야(Predictive Maintenance)

이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전력설비와 오지·험지에 위치한 전력

설비의 경우 시간절약과 근로자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드론이

나 각종 센서 등을 활용해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드론은 문제를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전

력망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고장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림 1. 주요 재생 에너지원들의 균등발전원가(LCOE, $/MWh) 변화

<Lazard’s 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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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천영호 GS에너지 부장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
전/가스전/LNG 사업 투자, 관리, 운영 등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업무를 국내외에서 25
년 이상 수행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다. 『2050 에너지 레볼루션』, 『2050 수소에너
지』 서적의 저자로 참여했으며, 현재 GS에너지에 재직 중이다.

빅데이터(Big Data)

에너지 분야 빅데이터는 계절별, 날씨별, 발전원별 발전량, 

송배전 데이터 및 산업용, 빌딩용, 운송용, 주택용 에너지 및 전

력 소비 데이터, 위치 데이터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다. 풍력, 일사량, 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을 에

너지 생산 원천으로 삼는다. 날씨, 조수간만의 차, 위성, 산림 정

도를 분석해 풍력 발전원에 적합한 지리를 추천할 수 있으며, 

기후, 발전원 상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 패턴을 

추출한 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는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무선통신을 통하여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

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

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사물인터

넷은 가까이는 가전제품에서부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

트홈, 스마트리테일, 스마트팩토리 등과 무인 발전소 운영, 전력 

플래폼 운영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5G 네트워크(5G Network)

재생 에너지 발전 변수인 날씨와 자연환경 변화자료를 이용

한 발전량 예측, 전력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전량 조절, 분

산전원 운영, 발전소 간 정보교류, 송배전 운영 관련 빅데이터

의 수집 및 처리 등 심화되는 전력 사용에 따른 전력 Network 

관리에 초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 기능인 자

율주행을 위해서도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을 위한 차량 인근 데

이터의 빠른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도 5G 네트워크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라 하겠다.     

블록체인(Block Chain)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건

물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 P2P 거래 비즈

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중앙집중형 전력 거래방식에서 블

록체인 기반 분산형 전력 거래방식으로 전환되면 전력거래 중

개자 역할을 했던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

이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은 커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 - 가상실증인프라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 프로세스, 시스

템의 디지털 버전으로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대상 요소들이 어

떻게 작동하는지 묘사하는 가상의 모델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는 디지털 발전소, 에너지 소비 최적화 분석 업무 등에 적용하여 

업무개선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서는 태양광,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한곳에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 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 연

구기반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 열, 가스, 수

송 분야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최적으로 생산·전환·저장되어 

거래, 소비되는 ‘미래 통합 스마트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디지털트윈을 이용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모델링하

고 가상으로 운영 및 실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시

스템 운영에 필요한 작업들을 현장과 모델과의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안전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 2050년까지 에너지원 별 전력발전 변화

<IEA 특별보고서,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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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이제 계획이 아닌 현재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

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이후 2020년 신기후체제

가 출범되었다. 신기후체제란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

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1.5℃로 제

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

을까?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충

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세계 각국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어른들에 대한 비판을 했던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

리’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

는 것 같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에만 단기적으로 감소하였을 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

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세계 각국은 작년 말 개최한 

COP26에서 역대 최고 인원인 4만 명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주요국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

설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을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으며, 금융기관들 또한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대

한 금융지원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제는 각 나라들뿐만 아

니라, 투자를 하는 주체인 금융기관들 또한 탄소 감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감축에서 더 나아가 Net-

Zero1)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RE100 선언과 미국, EU의 탄소국경조정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에너지전환 상황을 어떻게 대비

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RE100 캠페인이 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뜻하며, 기업들이 사

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인 참여를 일컫는다. 2022년 5월 기준 전 세계 369개의 기업

이 RE100 선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거래기업에도 재

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2020년 SK하

이닉스가 RE100 가입을 최초로 한 이후 점차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5월 기준으로 19개의 국내 기업이 

이에 가입 혹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캠페인에서 그

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COP26에서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서도 알 수 있

지만, 이제는 투자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ESG와 같은 비재무적

인 성과까지도 고려가 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EU와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정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

국경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국 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하여 탄

소누출2)을 방지하고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

DT Trend

#2 에너지전환 시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글. 이정환 한전경영연구원 연구원

1)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이 같아 그 합이 0이 되는 것
2)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온실가

스배출을 수반하는 생산활동을 이전하여 온실가스배출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



10 11

조업이 GDP의 28.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큰 영

향이 있을 것이며, 이를 소재로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요 측면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기업이 RE100 선언을 한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일 뿐만 아

니라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와 비교해서도 충분한 경쟁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

는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력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수

용가 부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소비를 감

축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

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

부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효율 부분

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

운 바 있다.

2018년 IEA에서 발표한 OECD 에너지원단위 순위에서 우

리나라는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원단위란 

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으

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경쟁

력을 확보하고 탄소감축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

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디지털화와 에너지효율에의 기여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데이터와 에너지 시스템의 디

지털화는 유일한 주체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에너지전환에서는 크게 2가지를 주요 변화로 꼽는다. 첫 번

째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탈탄소화이며, 두 번째는 탈집중

화이다. 탈집중화란 에너지전환의 특성 중 하나로 과거에는 대

규모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배전망을 통해 전국단위

로 보급되었다면,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 근처에서 태양광 발

전 등으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이 사용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

야말로 수요자 주도 에너지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수

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기술이 필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던 에너지효율 부분에서도 디지털화

의 역할은 상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문 디지털 기기는 

2017년부터 33%가량 증가하여, 2020년까지 88억 개가 보급

되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건물 부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HEMS(가정용 에너지관리 시스템), BEMS(건물용 에너지관리 

시스템)를 위해 설치된 측정 장비가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데

이터를 얻어야 에너지효율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그림 1. 부문별 감축잠재량, 2010~2040 그림 2. 에너지효율 부문 세계 투자 현황, 2015년~2021년

<Energy Efficiency 2018, IEA, 2018> <Energy efficiency 202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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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용이 투자되어 스마트미터, 센서, IoT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와 에너

지 시스템의 디지털화의 중요성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데이터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서

는 먼저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

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의 생성, 저장, 

변형, 거래, 운송, 제어에 사용되는 인프라·자산 및 시스템을 이

야기하며,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시스템과 그 운영 기록(현

재, 과거, 예측)을 설명해주는 접근 가능한 사실과 통계 자료를 

말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대부분은 전력을 운송하고 제어하는 

발전과 송배전 부분에 해당하지만, 수용가 측면에서도 앞서 언

급한 건물 부문인 EMS(에너지관리 시스템) 외에 산업, 운송 부

문의 에너지 시스템을 적절히 운용한다면 기업 또한 에너지효

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건물, 산업, 운송 부문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효과

건물

IEA는 ‘Energy Efficiency 2019’ 보고서에서 상업 BEMS가 

가정용 HEMS를 뛰어넘는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모니터링과 운영 자동화 부문의 절감 잠재량은 최대 35%

로 나타났으며, 이상 감시 및 진단 부분에서도 에너지효율 개선

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BEM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마트 오피스가 

있다.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지능형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i-BEMS)을 이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명 센서, 온도 

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

다. 이와 함께 스마트 미터와 같은 전력망에서의 다른 데이터

와 기상 조건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존 데이터와 통합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망과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지고 그

리드 운영자에게는 유연한 부하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추가 수

익원을 창출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

갈수록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업용 

건물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부하 이동은 약 10%의 비용 

절감 및 최대 40%에 해당하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시킬 수 있는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

산업

산업 부분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38%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 

부문 전체 최적화는 10%~20%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

만 아니라 스마트 장비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의 핵심은 전기모터구동시스

템(EMDS)의 효율화에 있다. 전기모터구동시스템은 2017년 기

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53%와 산업 전기 사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모터 구동 시스템에 적용하면 운

영비용은 줄이고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

제품의 생산에서 고객에게까지 공급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운송 부문이다. 공급망관리에 있어서 핵

심적인 부분으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운

송 부문에서는 다양한 지능형 센서와 도시 인프라 및 플랫폼의 

IoT 장치를 결합하여 교통흐름 최적화를 통하여 상품을 운송하

는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AI를 활용한 경로계획 수립, 거리 당 에너지 

소비 감소를 통해 운송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2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에너지 디지털기기 에너지 절감 잠재량과 달성가능성

<에너지효율 전략 및 디지털 기술의 역할, 한전경영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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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산업, 운송 부문을 각각 언급하였지만, 이는 따로 운용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통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에너지효율화와 탈탄소화를 달

성하기보다는 각 부문을 통합해야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에서도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ICT 및 디지털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유연성 시장과 같은 다양한 기술과 프로

세스,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섹터 간 에너지 시스템 통합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전략

그렇다면 현재 효과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장애물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에너지 데이터 수집과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스마

트미터, 센서, IoT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중에 

중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GIGO(가비지인 가

비지아웃)이라는 오래된 IT업계의 이야기처럼 중요 데이터를 

선별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

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술이 상당한 난이도를 요

구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낮은 품질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운영 모델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전기시장 규제기관과 정부가 의뢰하여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데이터 통합 및 디지털 전략을 위한 권

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단계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인 ①데

이터 가시성 ②인프라·자산 가시성 ③운영 최적화 단계는 우리

가 참고할만한 부분을 제시해준다. 먼저 데이터의 가시성 부분

에서 존재 데이터, 누락 데이터, 데이터 세트의 중요도를 파악하

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 인프

라·자산 가시성 단계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자산, 인프라의 위

치 등의 기능을 시스템 계획·관리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데이터를 자산 전체에 계층화

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최적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전체 에너

지 시장의 디지털화를 의미하지만 기업에서의 에너지 데이터 

및 시스템 통합 부분에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기업의 에너

지 시스템도 하나의 작은 에너지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기업

이 현재 운영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에너지 데이터를 계층화하

여 최적의 에너지효율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맺음말

맥킨지에서는 에너지 분야 디지털 변환이라는 보고서에서 

디지털화가 매우 과장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이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말한다. 디지털화가 잘 작동한

다면 기업은 경쟁력과 원가절감을 적절히 이루어 내겠지만, 단

순히 디지털화에만 집중한다면 뚜렷한 방향 없이 열심히 노를 

젓는 뱃사공처럼 망망대해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 것이다.

기업 디지털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 개선을 함

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긴 회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사슬에 있어서 어떠한 가

치를 가져다 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데이터와 시스템 통합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

로 진행해 나가야지만 에너지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

한 유지보수, 작업 프로세스 개선, 안전성 향상 등의 진정한 산

업의 디지털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다. 일반적

으로 9시가 넘게 되면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세계의 

평균 시각은 9시 47분으로 우리나라는 종말을 가리키는 12시

에 9분이나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탄소를 감축하고 Net-Zero

로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한 세계 각국

과 RE100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

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료에 대한 변동성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

은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에너지효

율 개선을 이루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고 적절한 에너지효율 개선은 에너지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선

행되어야 한다. 미리 준비된 기업만이 Net-Zero로 가는 세계에

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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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 분야 DT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기업에

게 그 방법론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직

접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Digital Transformation(DT)이

라는 용어를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GE Digital의 직원으로

부터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뭐 또 새로운 용어 만들어서 영업

하나?” 했지만,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어 누구나 스스럼없이 사

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핵심 방

법론으로 DT를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 DT가 모든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연금술이 될 수 있을까?

DT 프로젝트를 위한 국내 기업의 실정

이번 주제는 설비관리 분야의 DT에 관한 내용이다. 설비관

리 DT의 궁극적인 모습은 공장의 Digital Twin을 구현하여, 현

장에 가지 않고도 설비의 고장·이상 상태를 AI가 분석하여 알

려주고, 작업 계획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안전·품질관리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후 분석을 

통해 Lessons Learned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Digital 세상은 마치 먼 미래의 모습인 것 같기

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기술과 솔루션들은 현재에도 존재하

고 있다. 3D 기술을 바탕으로 한 Digital Twin은 물론, AI 기반의 

PdM(Predictive Maintenance, 예지정비) 기술, 각종 데이터를 일

괄 조회하고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포탈 등 다양한 솔루션들

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해외의 여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실정은 어떠할까? 많은 국내 기업에서는 몇 

해 전부터 DT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매년 경영 목표에서 DT 

분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예산과 시간이 솔

루션 도입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DT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착수한 솔루션 도입 사업은 막상 사용자들에게 외면당

하고 장식용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만다. 왜 그런 것일까?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한 3D 모델에는 데이터가 없고, 예지정

비 시스템은 엉뚱한 메시지만 전달하며, 포털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시스템 구축 당시 정비해놓은 데이터

가 전부이다.

DT의 핵심 중의 핵심은 데이터이다. 데이터가 없는 3D 모

델은 잘 그려 놓은 공장 풍경화일 뿐이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1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한 
차세대 설비관리 시스템, 
OCEAN-H

글. 정창훈 SK에너지 팀장

D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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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지 않는 AI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데이터가 없을까? 설비관리 데이터는 현장에 

수천, 수만 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IoT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

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 설비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

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 Event 데이터의 비중

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주·유럽·중동 지역에 비해 국내·아시아 지역에서 데

이터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한데,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의 문화

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Western과 Eastern의 차이점을 먼

저 살펴보자. 중동의 어느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Maintenance 

Planner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는 매일 접수되는 정비작

업 요청서를 확인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Work Order를 만

들어 전달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서류를 확인하여 이력을 입력

하고 정산한다. 대게는 하루 종일 이러한 업무를 PC 앞에 앉아

서 진행한다. 그들은 현장의 안전·품질을 챙겨야 할 책임도 사

명감도 없다. 오로지 하달된 업무는 Planning 본연의 업무일 뿐

이다. 맡은 일만 하면 되는 문화가 그 배경에 숨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Planner, 반장, 조장 등으로 불리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의 일과를 보면, 작업을 접수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산하는 등 Planning 업무 역할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 본연의 업무는 이것뿐만이 아니

다. 현장 조직의 구성원도 관리해야 하고, 각종 회의에도 불려 

다니며, 현장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안전·품질이 제대로 관리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을 가지고 업무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들이 PC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은 일과 중 고작 20%도 되지 않을 것이다.

100% 대 20% 극명한 차이의 생산성이다. 데이터의 양과 

질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난 것이다.

그렇다고 조직문화만을 탓하고 포기할 수는 없다. 결국 DT

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존 문

화를 유지한 채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

음으로 기존의 상용 솔루션의 도입·개조를 배제하고,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게 된 것이다.

혁신을 추구한 OCEAN-H의 가치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의 이름은 OCEAN-H(오션-허브)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Optimized)하고 시스템을 통해 업무

와 업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Connected)하는 한편, 기업 자산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Enterprise Asset Network)하는 시스

템이다. 또한 허브(Hub)는 데이터의 허브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OCEAN-H가 기존의 솔루션 대비 혁신을 추구한 

가치는 무엇일까?

첫 번째, DT의 근본인 기준 정보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성

기존 정보의 표준 DB化는 기본적인 과정이며 상당한 자원

의 투입과 변화관리가 필요한 고단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

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기준 정보의 변경(Item No., 속성값, 

도면 등)이 발생하면, 구성원이 최종 산출물을 Vendor로부터 

받아서 변경된 데이터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한

다. 이것은 수많은 누락과 오류를 발생시키며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를 혁신하기 위

해 OCEAN-H에서는 변경관리 절차부터 Item No. 생성, 설비 

구매 프로세스와 연계한 데이터의 자동 Update 프로세스까지 

구성하여 사람이 별도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Update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준정보의 정확도

와 활용도를 점점 더 높일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유

기적으로 연계

우선 업무 프로세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

이 하나의 플랫폼에 담겨야만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CMMS의 

기능인 예방정비, 일상정비뿐만 아니라, 정기보수, 검사, 진단, 

프로젝트, 기술검토, PSM, 작업허가, RBI, RSM, 예산관리, 자재

관리, 도면관리 등등 거의 모든 업무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 안

에서 통합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단 하나의 시스템에 로그인해

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각

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후 

관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업무 Task 및 절차의 누락과 

오류를 방지하며, 일하는 과정에서의 입력된 정보가 자연스럽

게 데이터화되도록 할 수 있다.



18

세 번째, 일괄 업무 처리 방식의 시스템 구현

이는 문화의 차이를 시스템에 반영한 것인데, 동양인은 전체

를 보면서 동시에 부분의 일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서양인은 

이와 반대이다. 대부분의 IT 솔루션은 미국,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시스템의 UI에도 이러한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어, 다수

의 시스템은 단위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이는 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반면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효

율을 포기한 이유는 서양인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조화되어 버려서라고 한다. 반면, 동양

의 한국인은 구조적인 능력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가령 10건

의 결재 문서를 단위 건당 처리하지 않고, 10개의 결재 문서를 

엑셀에 펼쳐 놓고 각 결재 문서에 작성 필요한 동일한 항목을 

한 번에 입력하고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와 같이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UI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함으

로써, 편의성을 혁신하였다.

네 번째, 협력사와의 협업 프로세스

설비관리 업무는 대부분 전문 협력사에 외주화 되어 있다. 

운전 중 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는 작

업을 수행한 후 정비 이력을 전달하고 정산을 요청한다. 이때 

전달되는 문서들은 모두 이메일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

지고, 결국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뒤

따른다. 그래서 협력사 포탈을 구축하였으며, 협력사와의 접점 

업무를 모두 융합하였다. 정비 요청·계약도 시스템으로 정비관

리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증은 물론, 정비 결과 사진, 

특기사항, 유의사항 등도 시스템으로 주고받게 하였다. SK가 

할 일을 협력사에게 다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없던 일을 준 것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오프라인으로 하던 일을 

시스템에서 하는 것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업무양식의 표준

화, 시스템 편의성 향상 등을 지속 추진하여 협력사의 업무 효

율도 제고해 줄 것이다.

완성품보다는 시작점인 OCEAN-H

OCEAN-H의 특징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제한적인 

Resource와 기존의 문화를 유지한 채로 데이터를 효율·효과적으

로 축적하는 방법으로써, 기준정보의 지속적 관리 체계 구성, 통

합 플랫폼 및 업무 프로세스의 유기적 연계, 일괄 업무 처리 방식 

도입, 협력사와의 협업 프로세스 등을 고안하고 구현해낸 것이다.

OCEAN-H는 DT의 완성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점이

며, 미래의 가치가 더욱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데이

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기간 시스템 EAM(Enterprise Asset 

그림 1. 설비관리 업무 프로세스

설비 기준정보 재정립 설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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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MMS라고 부르기도 함)으로써, 이제는 DT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OCEAN-H에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DT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Smart PdM, Smart Work Permit, Smart 

GIS, RSM(Reliability Strategy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본격적인 DT를 추진하고 있으며, 곧 하나씩 오픈할 준비중

이고, 지속 확장될 것이다.

시스템 개발에는 약 2년의 시간과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

였고 ’21년 6월부터 오픈하여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시스템을 

직접 설계·개발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 가면서 프로세스를 꾸미며 화면을 디자인해야 한

다. 잠들기 전에는 천장에 업무 프로세스를 그리고 지우고 수정

하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생하여 만든 시스템도 오

픈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초 시스템 개발 

당시 개발기간은 2년이었지만, 완성은 5년으로 목표를 세웠다. 

시스템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운영이며, 현장의 변화관리와 교

육을 통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스템 최적화, 고도화를 지속할 때만이 

문화,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현재 그 중간쯤 

와 있으며, 오늘도 열심히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한편, 본 시스템은 SK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국내 업체

에서 개발한 시스템들이 솔루션화 되어 확산된 사례는 극히 드

물지만, 다른 회사, 다른 산업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현재 확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세상

에서는 공유할 때 그 가치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동일한 기준정

보, 동일한 데이터 수집체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상호 간의 경

쟁력 분석·비교, 주요 데이터의 교류, 빅데이터 분석, DT 영역의 

확장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OCEAN-H의 확산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VISION으로 미래

의 모습을 그려본다.

저자소개

정창훈 SK에너지 팀장은 2005년 SK에너지 입사 이후, 정기보수 Planning, 장치기
술, 설비기획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정기보수 R&R 정립,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립, 
SUPEX2015(Cost 혁신 과제) 등 다양한 업무 혁신 과제를 수행하였고, 베트남 BSR社 
O&M, 인도네시아 Pertamina社 정기보수 Planning 등 다양한 해외 컨설팅 사업에도 
참여했다. 2019년부터 차세대 설비관리 시스템 구축(OCEAN-H 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주관하였으며, 현재는 시스템 운영 및 확산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OCEAN-H의 확산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



20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류는 생존과 관련된 지금

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대

혼란 등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글로벌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

고 있다. 전 세계 선진국과 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노력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노력과 더불어 제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효율화에 대한 니

즈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파도와 더불어 그 어느 때 보다 니즈

가 높은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지

구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사명을 담아 과거 두산중공업에서 

에너지(Energy)와 지속가능(Sustainability)의 합성어인 두산

에너빌리티(Doosan Enerbility)로 회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사

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신재생, 수소, 차세대 소형모

듈원전(SMR)을 4대 성장동력으로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

고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3D프린팅,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재생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가스터빈은 고효

#2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두산에너빌리티 디지털 혁신 사례

글.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Digital Innovation 담당/상무

DT Case

그림 1. 두산에너빌리티의 4대 성장 동력과 디지털 전환

가스터빈

4대 성장 동력 및 디지털 신사업

신재생 

수소 

SMR 디지털 전환,
서비스경쟁력 강화 

한국형 가스터빈 사업 액화수소생산설비 및 수소사업

Digital 접목한
제조혁신

지속가능성 위한 
폐기물 자원화

해상풍력, 태양광, ESS 사업 소형 모듈 원전 디지털 솔루션 사업화

디지털 기술 활용
경쟁력 강화

3D 프린팅

순환경제



20 21

율 터빈은 물론이고 수소 터빈으로 전환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

으며, 신재생 분야는 국내 1위 해상풍력 구축실적을 바탕으로 

저풍속 대형 터빈(8MW)의 국내 기술과 모델을 확보하고 실증

을 진행 중이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수소액화 플

랜트 구축 및 미국 뉴스케일(NuScale Power)와 SMR 제작착

수를 위한 협약을 지난 4월 25일 체결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4대성장 동력과 디지털전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 사업의 Enabler로써 디지털기

술을 각 사업에 접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위험을 방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활용되는 기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AI)과 제조 기술의 종합체라 할 

수 있는 설계/제조사의 역량을 담은 디지털 트윈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3년부터 CEO 전략과제를 통해 디지

털전환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크게는 3단계의 진화를 거듭하

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며 이를 솔

루션화 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했고, 두 번째는 디지털 조직 문

화를 확산하고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장을 예측/

진단하거나 플랜트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확보하여 고객 레

퍼런스를 확보했다. 지금은 검증된 고객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

업 전반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

업에 가치를 더하는 디지털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의 방향성

디지털추진 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디지털솔루션과 서비스 

상용화이다. 우리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에너지 플랜트 설비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 오랫동안의 노하우(Know-

how)를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업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주기

기나 설비를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더욱 효율이 높고 

경쟁력 있는 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스터빈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고장예측

진단, 연소자동튜닝, 터빈모니터링 등 각종 솔루션이 탑재된

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각

종 제조 비파괴 품질검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업무협업

그림 2. 두산에너빌리티의 디지털 전환 추진 단계

디지털 체계 
솔루션 확보

생태계 참여 
디지털 문화

생태계 확장/
사업화 산학연구

18년~19년
· 디지털 생태계 구축
· 애자일 전파/확산
· 고객 파일럿 추진
· Reference 확보15년~17년

·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체계
· 솔루션 개발 체계
· 솔루션 확보(AI/IoT) -> Smart System
· 통합 설계 시스템

13년~14년
· CEO 전략과제로 착수

Digital 
Tranformation

Digital 
Ready

Digital 
Ready

Digital 
Agenda

20년~
· 디지털 사업화
· 디지털 생태계 확장
· 디지털 트윈
· 디지털 협업 문화

전환시점



22

을 위해 협업솔루션을 업무전반에 활용하고, RPA를 통한 단순

반복업무의 제거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도 업무 전반의 프로

세스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통해 효율화 노력을 하고 있다.

집중해야 하는 디지털 역량

에너지 플랜트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자체 개발할 필요는 

없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핵심 key이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영

역에 풍부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이 바로 시작이며 종료의 지점이다.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를 

수도 없이 자문했던 지난날이 문득 떠오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첫째, 고장의 예측과 진단, 둘째 자원의 

최적화, 셋째 제조/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트윈의 솔

루션에 집중한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은 이 산업분야에서의 경

험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결과 각종 설비와 프로세스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

고 진단하는 솔루션(PreVision)을 상용화하였고, 연소나 화학

약품 투입을 최적화하는 솔루션,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시뮬레

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프로세스 혁신과 솔루션의 통합 및 활용

이런 단위 개별 솔루션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프로

세스 혁신이다. 지금도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랜트 현

장을 방문해 보면 다양한 개별 솔루션들은 잘 갖추어 있지만 

이러한 솔루션들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

실이다. 각 개별 솔루션들이 Value Chain을 중심으로 수평적으

로 통합되어야 실제로 제조나 운영 시에 효과가 창출되는데 개

별 솔루션 간 연계가 약해 단위 수작업들이 많고 효과를 보기

에 어려운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장이나 이상을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교체 부품 발주나 정

비 전문가 시스템과 연계는 안되어 있어 Value Chain간 단절

이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이다. 뿐만아니라 개별 전문가 시

스템으로 도입되다 보니 경영자나 기획부서들과 공유할 수 있

는 대시보드와 같은 정보체계가 없어 수직적 통합도 매우 취약

하다. 여기에 새로운 솔루션과 더불어 일하는 업무프로세스, 조

그림 3. 영광군,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시범운영 중인 8MW 국산 초대형 풍력발전기

사업경쟁력 확보

디지털 트윈➌

디지털
솔루션화
(3)

계획  ➔  설계  ➔  제작  ➔  운영

사례발굴
(1) 데이터 분석

예측 / 진단 최적화

디지털 기술 AI  |  IoT
Big Data  |  Cloud Platform 

➍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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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체계와도 분리되어 있으니 단위 솔루션의 기능은 매우 뛰어

나지만 디지털 활용도 측면에는 과거와 달라지지 않고 도입 효

과가 측정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환경과 

안전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작은 시스템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하고 여기에 

맞추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실행이 필요하다. 과거

처럼 전사 혁신 운동 대신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끊임없

는 현장 혁신이 일하는 방법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애자일이고 산업계에서 실질적인 환경과 안전

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환경과 안전의 문제에 대응하는 디지털

사실 요즈음 보면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메타버스라는 용어

가 모든 산업의 영역에 붙어다니고 디지털이 마치 모든 문제를 

도깨비방망이처럼 단번에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 단, 우리 인류의 역사는 늘 환경의 위

협과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도전이 있었듯 디

지털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위협으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도구이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이 도구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궁극적으

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탄소 발생을 줄여나가

야 하고, 플랜트사업에는 각종 위험한 요소들이 잠재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디지털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를 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환경과 안

전 그리고 디지털은 함께 가야만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우

리가 가장 잘 하는 분야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려 하고 혼자가 

모든 것이 되기보다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려 한다. 또한 지구를 지

속가능하게 하는 사명을 담은 회사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한다.

저자소개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Digital Innovation 담당 및 PHM
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사업, 데이터 분석, RSM 서비스 
리딩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애자일, 아키텍처, IT전략 전문가로 활동 중이
다. 저서로 <디지털전환시대의 애자일경영>, <SOA :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등이 있다.

그림 4. 영광군,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시범운영 중인 8MW 국산 초대형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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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과 디지털 변환

전기가 문명 발전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시기는 

19세기 말 시작된 2차 산업혁명 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력

회사인 ‘한성전기’도 그 당시인 1898년 설립되었고, 1961년에

는 남한에 남아있던 3개 전력사가 통합되며 지금의 한국전력

이 탄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폭

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한전 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정점을 기

록했던 2018년 기준 총발전량은 320배, 최대전력은 3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급전압 유지

율, 송배전 손실률, 주파수 유지율, 정전시간 등 질적인 측면에

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발전을 거듭한 전력산업에 최근 큰 변화의 바

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탄소중립(Net Zero)’ 때문이다. 2015

년 세계 195개국은 범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와 그 심각

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에 동참하였으며, 우

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

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21.1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화석연료 의

존이 높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3 전력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글. 정준홍 한전KDN㈜ 전력ICT기술원 부장

D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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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하는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계통은 기존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체계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공급체계가 공존할 것이 자명하다. 

복잡해진 전력계통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인바, 전력 그룹이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한전KDN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략과 인공지능

한전KDN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 신재

생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 영역에 첨단 ICT를 융복합하여 디

지털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전에서부터 급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계통 전 분야에 대한 감시·진단·제

어, 전력정보 관리, 전력거래,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한전KDN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에너지ICT 글로벌 Top-Tier 도약을 위

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

고 있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과 디지털 변환에 발맞춰 기존 

O&M 중심의 사업전략을 데이터 기반, 플랫폼 중심으로 변경

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

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 데이터는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전력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

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현장 설비에 별도의 데이터 수집장치

를 부설하거나 기존 감시진단을 수행하던 레거시 시스템과 연

동하기도 한다. 수집한 전력 데이터는 해당 도메인 지식을 보

유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한

전KDN은 급전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송변전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배전자

동화(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전력판매시스템 등의 운영 경험과 전

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한전KDN이 산업통상자원부 제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수십여 건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을 원활

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한전KDN의 대표

적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발전 연료단가 예측

전기요금의 약 80% 이상은 석탄, 석유, LNG 등 발전 연료

로 생산된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이며, 우리나라는 연료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기요금 유지를 위해서는 

연료가격이 일정해야 하지만 국제유가나 석탄가는 매해 급등

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정이 더 나빠져 중국과 호주 

간 석탄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발전 연료의 가격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면 최적

의 구매 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료단가 예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발전 연료단가 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발

전 연료의 가격을 예측한다. 먼저, 경제 및 원자재 전문지로부

터 각종 경제지표와 원자재 가격을, 인터넷 기사나 칼럼에서 에

너지 관련 최신 뉴스를 수집한다. 이를 분석하여 발전 연료단가

에 영향을 미치는 300여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상관관계

를 추론하는 다수의 예측 모델을 생성, 혼합하여 최종 모델을 

수립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최장 6개월간의 열량별 유연탄과 

LNG 단가를 예측할 수 있고, 가격변동의 핵심 요인을 추론하

여 영향도 순으로 제시한다. 또한, 관심 기사나 칼럼을 선별 요

약하여 제공하는 뉴스 추천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남

동발전에서 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발전 연료의 경

제적, 안정적 조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dge 컴퓨팅 기반 PD 진단

고압 지중 전력케이블(이하 전력케이블)이 열화, 흡습 등

으로 손상되면 전력구 화재나 대규모 정전 등의 큰 피해로 이

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전력

케이블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PD(Partial 

Discharge, 부분방전) 진단이 있다. 전력케이블의 열화로 인

표 1. 발전 연료단가 예측시스템 구성

수집정보 발전 연료단가 예측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제지표 단가예측 엔진 예측결과/신뢰도

변동요인 조회

관심뉴스 추천

가격변동 추론 엔진

뉴스 NLP 엔진

빅데이터 
수집/처리

원자재 가격

기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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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연성능 저하, 제조상 문제로 공극(Void), 크랙(Crack) 등

이 발생하면 해당 결함부를 중심으로 방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백 MHz 대역의 고주파 신호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것이다. 먼저, 전력케이블에 고주파용 

CT(Current Transformer)를 설치하고 출력 Pulse를 PD 계측

장치로 분석, 진단 파형을 생성한다. 이로부터 Void, Surface, 

Corona, Floating 등 PD 발생 패턴을 식별, 전력케이블의 결함 

여부와 그 원인을 유추한다.

인공지능 기반 PD 진단시스템은 상기한 다양한 PD 발생 패

턴을 딥러닝을 통해 학습, PD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실시간 발생하는 대량의 PD 데이터(PRPD, 

Phase Resolved Partial Discharge)를 인공지능 GPU 서버가 

있는 원격지의 진단시스템에 모두 전송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

다. Edge 컴퓨팅 기반 PD 진단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Edge 

Device에 PD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 그 발생 여부

를 직접 판단한다. PD 발생 시에만 Edge Device가 데이터를 전

송하므로 기존 대비 네트워크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으며,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에도 진단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AMI 관리 서비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전력계량인

프라)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 계량정보 교환을 위한 양방향 

통신 기반을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실시간 전력정보를 제공하

여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자에

게 수요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전력 생산과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 현재 한전 저압고객 약 1,200만 호를 대

상으로 AMI가 구축되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2,250만 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모뎀, 데이터집중장치 

등 AMI 설비 수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AMI 관리에 필

요한 인력, 시간,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KDN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설비 관리를 지능화한 인공지능 기반 AMI 관리 서비스를 개발

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AMI 관리 서비스는 대용량 검침정보와 

네트워크 정보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 및 진단한

다. 이로부터 스마트미터, 모뎀, 데이터집중장치의 고장 유형을 

33종까지 세분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설비를 자동으로 선별

해 낸다. 또한, 검침 실패가 일시적인 통신 불량 때문인지 아니

면 설비 고장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구분한다. 네트워크 토폴로

지 분석을 통해 고장 위치를 판단하고 고장원인이 복수일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현재 제주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현장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OPGW 설비 진단

송전선로 최상부에는 선로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

뢰도선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광섬유 케이블을 삽입한 것을 

OPGW(Optical Ground Wire,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라 한다. 

OPGW는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핵심 ICT 설비로, 한

전KDN은 이의 시공부터 운영 관리를 위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

유하고 있다. 최상의 OPGW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

적인 점검이 필수인데, 과거에는 작업자가 직접 송전탑에 올라 

그림 1. Edge 컴퓨팅 기반 PD 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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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W와 클램프, 댐퍼, 항공장애표시구 등의 부속 설비를 점

검해야 했다. 최근 들어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며 지상

에서 점검을 수행한다. 승탑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고 영상을 

통해 결함을 판별하므로 점검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OPGW 설비 진단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

하여 OPGW 점검 업무를 자동화한 솔루션이다. 드론으로 촬영

한 OPGW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하여 각각의 설비를 식별

하고, 인공지능 진단 엔진으로 결함을 실시간 검출한다. 이를 

통해 OPGW 설비 진단정확도와 업무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진단규칙을 추가하여 현 90% 수준의 결함 

검출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대전환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모두 한결같이 인공지

능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전술한 사례 

이외에도 한전KDN은 인공지능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행위인지 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위험지역 출입관리 

및 소방관제, 영상분석 기반 전력설비 감시진단 솔루션 등을 개

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대전환과 ESG 경영 실

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놀라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초거대 인공지능’ 구현에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저자소개

정준홍 한전KDN 전력ICT기술원 부장은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
고 2005년 한전KDN에 입사했다. 송변전, 배전, AMI 분야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으며, 현재는 한전KDN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07년부
터 2008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2020년부터 
현재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 이사와 JEET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그림 2. 빅데이터 처리와 AI 기술을 결합한 AMI 관리 서비스 그림 3.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OPGW 설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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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가 가성비 뛰어난 IT 제조사로는 잘 알려졌지만, 이

미 기업가치 1조 원에서 10조 원을 넘어서는 유니콘, 데카콘 기

업들을 10여 개나 보유하고, 차세대 후보군은 무려 300여 개

나 들고 있는 성공한 투자 회사란 건 드물게 알려진 듯 하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샤오미가, 이제는 다른 스타트업에 투

자하고, 대박 기업으로 키워내는 대단한 엑셀러레이터 또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명가가 된 비결이 뭘까? 샤오

미가 어떻게 사업 전략을 진화시켜 왔는지 살펴보면 그 단초를 

알 수 있다.

샤오미를 되살린 생태계 장악 전략

2010년에서야 휴대폰 사업에 뛰어든 신생 기업 샤오미가 설

립 첫 해엔 고작 30억 원의 매출로 시작해서, 5년 만에 11조 원

의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다 난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멈추게 된다. 팬덤을 등에 업고, 노

골적인 애플 따라 하기로 매년 성공 신화를 써오던 회사에 갑자

기 위기가 찾아온 건 무슨 영문일까? 혁신의 속도가 유별난 IT 

업계 특성상 무엇보다 경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첫 번째 이

유라 하겠다. 샤오미보다 더한 찐팬으로 무장한 ‘원플러스’란 신

DT Case

#4 샤오미의 
IoT 생태계 장악 전략

글. Andy Kim 에버벤처스 대표

그림 1. 한 눈에 보는, 샤오미의 3단계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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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마트폰 업체가 샤오미의 소셜 마케팅을 뒤흔들어 놓질 않

나,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만 영위하던 ‘화웨이’조차 샤오미처

럼 아예 온라인으로만 휴대폰 사업을 하는 ‘아너’브랜드를 내놓

는 등 경쟁사들의 대응이 점입가경이 된 것이다. 샤오미도 처음

엔 휴대폰 하나에만 집중하다 TV,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분야

로 전선을 확장함에 따라, 예전만큼의 전략적 민첩성이 나오지 

않는데다 전선은 매일같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사면초가를 맞

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직영몰에 소셜마케팅만 고집하던 샤

오미도 오프라인 채널을 시작함에 따라, 사업 구조적으로도 차

별화가 더욱 어려워지고 비효율이 늘어난 것이다. 2016년에 이

르러, 샤오미는 회사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할 만

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창업자 레이 쥔 회장의 진짜 탁

월함이 돋보이는 장면은, 바로 비장의 돌파구로 내세운 ‘샤오미

식 생태계 장악 전략’이라 하겠다. 이번 호에서는 샤오미가 제 2

의 창업을 선포하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린 전환점이 된 샤

오미의 생태계 장악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망한 기업을 샤오미의 밸류체인에 태워 키워내는 구조

샤오미의 생태계 전략은 우선 겉으로 보기에 크라우드 펀딩 

사업으로 보여진다. 샤오미가 휴대폰 사업의 소셜 비즈니스 성

공 방정식을, IOT/Lifestyle 분야에 맞게 접목시킨 사업 모델이 

샤오미식 크라우드 펀딩이라 하겠다.

한국에도 ‘와디즈’, ‘킥스타터’,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 플

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제 3자의 제품, 서비스를 소싱해서 사

업하고 있지만, 우선 샤오미의 크라우드 펀딩은 역시나 자신들

의 온라인 직영몰안에 ‘샤오미 크라우드 펀딩(중국어로 众筹 
[zhòngchóu])’이란 이름의 서브 메뉴로 입점 돼 있다. 

양말, 칫솔, 매트리스, 베개 커버 등 안 파는 게 없는 샤오미에

서 제품군의 99%는 이제 샤오미의 파트너사들로부터 소싱되

고 있는 실정이다. 크라우드 펀딩 섹션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새로운 제품들이라기보다는 기존

부터 팔던 제품들을 ‘공동구매’ 조건으로 싸게 팔거나, 일정 기

간 한정 물량을 반짝 세일하는 판촉 수단에 불과해 보인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 대단한 전략씩이나 되냐 싶을 수 있

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대단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원이 

다른 진짜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샤오미는 이미 휴대폰, TV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제 3자로부터 소싱하여 판매하고 있다. 여기까진 한

국의 대기업들도 흔히 하는 사업 방식이다. 특히 돈이 안 되는 

한계 사업일수록 브랜드만 대기업 로고를 붙이고, 생산은 물론 

심지어 제품 개발과 디자인까지 아예 협력 회사가 다 하는 방식

이다. 결정적 차이라면, 기존의 방식이 외주 하청에 불과하다면, 

샤오미의 크라우드 펀딩은 샤오미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샤오미의 밸류체인에 태워, 대박이 나도록 키워내는 구조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다. 그래서 잘되면, 해당 기업에 초기 투자자

로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샤오미의 기업 가치가 덩달아 올

라가는 건 당연지사. 

예를 들어, 어떤 스타트업이 자동 물걸레 청소기를 개발해서 

샤오미를 찾아왔다고 치자. 해당 제품의 상용화에 대해, 샤오

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하면, 우선 샤오미

의 엄청난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이용, 관련 원부자재, 부

품 등을 무지막지하게 싸게 조달해 주고, 샤오미와 연결된 공장

들을 수배하여 빛의 속도로 싸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샤오미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는 온라인 스토어와 소셜 마

케팅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요를 만들어내, 전광석화로 팔

아 치울 수 있다. 한국을 포함 수많은 국가에 이미 퍼져있는 샤

오미의 유통 파트너들을 통해, 또는 샤오미의 명성을 등에 업고 

온라인 직구를 통해 꿈도 꾸지 못했던 글로벌 판매도 단번에 이

뤄질 수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힘들어하는 애프터 서비스

망도 샤오미가 대행해 주는 식이니, 한가락 한다는 스타트업들

은 죄다 샤오미의 문지방을 닳도록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

그림 2. IOT/Lifestyle 분야에 맞게 접목시킨 사업 모델

[휴대폰 부문]
고객 등급에 따른 사전주문 

Flash Sale

[IOT/Lifestyle 부문]
공동구매 방식을 통한 

Soci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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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혼자 다 해결하려는 거대 IT 제조사들 대비, 샤오미는 이

런 방식으로 혁신의 사이클을 수십 배 수백 배 가속화시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파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샤오

미가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샤오미의 보배, 레이 쥔 회장 빼

고 다 판다고’ 할 지경이니 말이다. 

2020년 말 기준, 샤오미는 글로벌 매출 43조 원에 휴대폰

을 넘어 IOT 기기 부분 글로벌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된다. 샤오

미 생태계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터

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능(IoT)이 기본 탑재되어, 모든 데

이터가 샤오미 클라우드 서버에 모이게 되며, 2021년 말에는 4

억 대 이상의 기기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다. 샤오미 어플이 

사실상 이 모든 IoT 기기들을 통제하는 만능 리모컨 구실을 하

는 셈이니, 생태계 기업들과의 결합성은 더욱 견고해진 철옹성

이다. 자신이 컨트롤하는 생태계 확장을 통해, 샤오미는 누구도 

쉽사리 침범할 수 있는 생태계의 주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샤오미가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프로세스 또한 굉장히 

빠른 표준화된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시행착오에 대한 두

려움보다는 스피드와 적자생존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매번 소

싱한 제품들이 다 대박을 낼 수는 없을 터, 한두 번 팔다 사라지

는 제품들도 부지기수며, 그래서 더 엄격한 필터를 적용하기보

단 시장의 판단에 맡겨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사라지라는 과

감함이 돋보인다. 상대적으로 중후장대 프리미엄 제품들을 팔

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에 비해, 어차피 가성비로 무장한 저가의 

IT 소물들을 팔고 있는 샤오미기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하다. 

Inside-out과 Outside-in 방식의 차이

샤오미식 벤처 투자가 이렇게 성공적인 것은 국내 대기업들

과 달리 한마디로 Outside-in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차

이를 근본적 차이로 들고 싶다. 무슨 소리냐면, 국내 기업들도 

지주사가 창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CVC 설립 요건과 운영 규

제가 완화되면서, 여기저기 다양한 펀드가 조성되고 투자가 활

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내에서 incubation 하여 외

부로 독립시키려는 Inside-Out 방식이다. 대기업 우산 아래 어

찌저찌 걸음마는 뗐는데, 갑자기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 놓

고 혼자 한번 살아봐 하는 게 아닐까? 경영진은 물론이고, 흔히 

핵심 인재로 인정받는 직원들은 신사업에 과제로는 참여해도 

이걸 들고 나가서 사업화하는 데는 발을 빼기 마련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선 은근슬쩍 저성과자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태워, 

구조조정 수단으로 써먹기도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에 반

해, 샤오미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을 외부에서 직접 선발하

여, 적극적으로 샤오미의 밸류체인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샤오

미가 외주 협력사가 되어주는 식이다. 밖에서 찾아다 안에서 키

우는, 그래서 자신의 팔다리로 붙여나가는 성장 방식이 바로 샤

오미의 Outside-in 성장 전략이다. 신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처

그림 3. 샤오미의 사업 참여 부문

Socope of Xiaomi's Engagement

중장기
Growth Path

R&D 생산 마케팅/영업 A/S 스마트폰 부문(사전 예약 Flash Sales)
·  샤오미가 E2E를 다 하는 경우는 휴대폰, TV 등 일부 품목에 한정

·  생산 자체도 OEM/ODM 전문 업체를 활용한 Outsourcing 전략

IOT/Lifestyle 부문(Crowd Funding)
·  빠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아웃소싱 범위 공격적 확대

·  크라우드 펀딩 도입 전, 해당 업체에 1차 지분 선투자,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 

확대(최대 지분 49% 이하 원칙)

·  샤오미 생태계에 참여하는 업체는 매출액의 일부를 브랜드 로열티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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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스타트업을 안에서 키워서 밖으로 내모는 ‘Inside-out’ 방식

이 아니라, 정반대로 한다는 게 우선 눈에 띄는 차이다. 속칭 직

장인의 꽃이라 할 대기업 월급쟁이의 DNA와 사업가 DNA는 아

예 다르다는 걸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샤오미가 모를 리 없다. 

애초에 될성부른 유망 스타트업을 밖에서 선별해서, 이들을 대

기업의 밸류체인에 태워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Outside-In’ 방

식이 샤오미식 성장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한국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참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대만에서 HTC 가상현실 사업부 부

사장 재직 시, Vive-X(https://vivex.vive.com/us/)라는 가상

현실 특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 

세계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2년간 직접 운영했던 경험

도 있고, 전 세계 3대 음향 및 게임기기 OEM/ODM 제조사

인 중국의 고어텍 그룹에서, wemake(https://zdnet.co.kr/

view/?no=20180702015721)라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상 엑셀

러레이팅사를 중국, 한국, 일본, 미국에 설립, 운영한 바 있다. 이

런 배경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 방식과 성공 노하우를 들여

다볼 계기가 있었는데, 특히 중국의 하이얼이나 샤오미의 예를 

보면, 투자 대상 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임직원들에게 지

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스톡옵션 등 강력한 동기부여

를 제공하는 점이 특이점이라 하겠다. 

생각해 보자. 회사가 투자해서 잘 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굳이 더 기를 쓰고 위험 부담 감수하면서 스타트업 

투자하자고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고, 내 사업처럼 성공 시키

려고 죽자 사자 자발적으로 매달릴 직원이 얼마나 있을지. 해당 

부문의 담당 임원조차 월급쟁이인 것은 마찬가지다. 종업원들

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투덜대니,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

럼 일하냐고, 백종원 씨가 일찍이 방송에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

았던가? 솔직히 오너만 좋은 투자에 월급쟁이들이 100%를 다

하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샤오미를 비롯한 잘나가는 중화권 

기업들은 스타트업 투자에, 핵심이라 인정받는 임직원들이 당

당하게 자기 돈이나 성과 보상으로 지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다. 왕서방들은 파이를 나눌수록 오히려 파이가 더 커질 수 있

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사람을 독려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통찰

력이 남다르다. 엄청난 가성비와 속도전으로 이제는 샤오미 하

나가 아니라 샤오미 군단으로 쏟아져 나오는 대륙의 인해전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림 4. 샤오미의 Outside-in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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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 시대

21세기는 에너지와 식량이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라고 한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에너지 공급망 문제 발생과 콩, 밀 등으로 대표

되는 곡물가 상승을 봐서도 그 중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는 지구의 기온상승에 따른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각자의 탄소배출 제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2003년 수소경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8년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를 제시한 이래 2019년 

수소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국가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수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탄소중립 목표 중 절반이 전력 생산, 즉 발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의 절반이 수송 분야의 저감인데, 발전분야의 탄소저감 

방안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석

탄, 석유, 가스) 기반의 화력발전 억제, 원자력 발전 또는 신재

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를 내포하고 있는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때 감소되는 발전량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결국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이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확대인

데 원자력 발전을 신설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의 소요, 위

치 및 공간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단기 접근 방식인 가동

율 제고 또는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 등이 현실적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 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및 핵폐

기물의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시되

고 이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을 장려

하던 국가에서조차도 대체에너지로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

한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가 있고, 파

력이나 조력, 해수온도차, 지열 등이 있는데, 후자인 파력 등은 

발전효율이나 안전문제로 인해 관심은 있으나 상업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결국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원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류들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여 

#1 탄소중립과 수소사회를 위한 
연료전지 솔루션

글. 이동원 STX에너지솔루션 대표

DT Tech&Company

그림 1.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현황

<Advanced Energy Economy(2021), Global and U.S. Market 
Revenue 2011-20 and Key trends in Advanced Energy Growth>

(단위 :  백만 달러)

2016

1,283
1,366

1,498

1,747
1,867

2017 2018 2019 2020

CAGR('16~'20)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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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 개발, 개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경쟁과 보완이 필연적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자연으로부터 원천 에너지를 얻기 때

문에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어서 일찍부터 상업화가 진

행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원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두 에너지원은 전력변환 효율과 이용률이 낮아 면적이나 

장치가 거대해야 한다는 문제와 자연에서 원천 에너지를 얻어

야 하기 때문에, 특정 운전 조건이 되어야만 전력 생산이 가능

하거나 채산성이 확보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즉 자연에서 

얻는 장점과 자연에서 오는 단점이 공존하는 형태다.

연료전지의 부상

연료전지는 상기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시스템으로서, 그림 1과 같이 최근 

5년 간 글로벌 산업 성장률이 약 10%에 달할 정도로 산업적 기

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로 연료전지는 전해질(수소와 

산소의 반응매개체로서 기전 유발) 종류에 따라 알칼리 연료전

지(AFC),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

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M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으로 구분된다.

연료전지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높은 발전 및 종합 효

율, 우수한 연료 수용성, 다양한 시스템 응용과 에너지 믹스, 작

은 면적과 크기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여전히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과 수명 등 신뢰성 부족 문제, 높

은 가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단점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

된 것이다. 먼저, 여전한 탄소배출이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연료전지인데, 자연계에서 수소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즉, 수소를 어떠한 형태

로든 연료로서 생산하여 단독 공급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

로서, 연료전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반응의 결과로서 물이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스템인 것이며, 수소 생산의 경

우, 기술 개발의 진전에 따라 무탄소 연료를 적용하거나, 수전해 

방식 또는 블루 수소 등을 적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비록 수소를 직접 공급 받지 못해 

LNG 등을 공급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 석탄화력 또는 디젤 발전 대비 55% 이상의 탄소 배출 저

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신뢰성 부족과 가격을 문제 삼는 것은 

다소 성급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연료전지가 상업화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년, 국내에서는 약 5년 정도 경과된 “신”에너

지원으로서, 아직 기술 개발의 여지와 대상이 많이 남아 있고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이나 제도적 지원 하에서 시장이 형성되

고 사업이영위되는 상태인 만큼 이를 직접적인 단점이라 하기

에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R&D 지원을 기반으로 제

조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성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전이 가능할 것

이다. 가격에 있어서는 두산퓨얼셀, SK-블룸 등 발전용 연료전

지 제조사들의 연평균 생산량이 대략 100~200MW 수준으로

서 적어도 제조사별 GW급의 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시장이 성

장한다면 대량 생산에 따른 소재 공급 및 공정 비용 저감, 기업

간 점유 경쟁 등을 통해 획기적인 가격 인하와 사용자 수용성

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연료전지의 장점으로서 제시한 효율, 수용성과 응용성,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효율의 경우, 발전 형식에 따

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상 

에너지 집적도와 발전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스터빈 방

식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발전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스택 (전해질)을 매개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만으로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존의 터빈 등의 

그림 2. 발전 방식별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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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회전 방식의 전력 생산과 달리 소음이 매우 적다.

연료전지는 직접 수소 외에도 다양한 무탄소 또는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발전이 가능하고 높은 발전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료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배기되는 연소 가스의 미반응 수소 또는 연소 열의 열교

환을 통해 2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여 응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대부분의 발전시스템은 넓은 대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태

양광의 경우는 이용율이 약 15%로 낮기 때문에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 연료전지는 이용율 및 가동율이 90% 이상으로서, 

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특히 단위 모듈로 구분하여 층층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작아도 대용량 발전시스템을 건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고, 이로부터 단위 면적당 땅값이 높은 도

심 설치에 유리한데, 임의의 건물 내에 주차장 또는 옥상, 베란

다 등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어 분산형 발전, 에너지 자족시스

템으로서 매우 유효하다. 작은 공간을 차지함에 따라 태양광 또

는 풍력 발전 대비 유지 보수 상의 접근성이나 작업성도 매우 

우수한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

이 많아 상업적 기대가 크다.

현재 및 미래에 탄소 중립 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대한 관

심이 촉발되고 있고, 도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1세기는 에너

지 공급과 관리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많은 에

너지 공급 또는 관리 기업, 건설사 등이 에너지 기기 및 관리에 

대한 사업(Energy Management Business)에 관심을 두고 있

고,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며 양

호한 실적을 확보하고 있어 점차적인 사업화 확대와 연료전지 

적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아직은 연료전지의 기술 개선 문제, 시장 형성의 시간이 필

요하지만, 전세계에서 국내 연료전지 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으

며, 장기적으로 “수소 경제”는 우리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랜드인 만큼 많은 기업들에게 상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TX에너지솔루션의 연료전지/수소 사업

STX에너지솔루션㈜는 2021년 6월, 수소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대형 선박용 엔진 전

문제조사인 STX중공업㈜로부터 단순·물적 분할하여 설립하였

다. 핵심 사업에의 집중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외

부 투자유치·전략적 사업 제휴·기술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당사는 2010년 이래로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상업화를 추

진 중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수성개질형 수소추출기(Steam-Methane Reforming type  

Reformer), 소형가스터빈(MGT, Micro Gas Turbine)에 대한 

기술과 사업권을 양도 받아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수소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경우, 2016년 개발을 완료

그림 3. STX에너지솔루션 연료전지 실증 현장

(a) STX중공업 대구공장(’19.09) (b) 포항TP 연료전지 인증센터(’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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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18년 2월 건물용 SOFC 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로 한

국가스안전공사 연료전지 안전검사(KGS AB 934)를 통과하

였고, 동년 7월 산업부 녹색기술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여 

SOFC 시스템 기술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당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kW SOFC 총 30여 대에 대하여 포항TP 및 대구

TP 등에서 원격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연속 1.1만 시간, 누적 60MWh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건물용 5kW의 경우, 고온 재순환 송풍기

(ARB, Anode Recycle Blower)를 적용한 배기 회수 및 반응 재

활용을 통한 연료 절감으로 기존 제품 대비 발전효율을 10% 

이상 향상한 차세대 고성능 제품 및 향후 수십 kW급 중대형 제

품의 기본 모듈(Base Module)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부품인 스택의 기술 및 성능 개선을 위해 한국세

라믹기술원과 함께, 제조 공정 개선, 원가 절감을 위한 구조 최

적화 등에 관해 공동 연구 중이다. 

당사는 기존 SOFC 제품에 적용되던 수성 개질 기반의 수소 

추출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2021년부터 수소 추출기 사

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착수하였

다. 장기적으로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와 더불어 수소 생

산 분야에서도 국내 기술 보유의 필연성, 국내 생산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이다.

수성 개질 촉매 특허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질기 형식과 관

련 부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을 통해 10kW급 개질기 시작품 개발에 성공하였고, 한국

전력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블루수소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개

발 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향후 중대형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뿐만 아니

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양환경 규제(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발효에 

따른 CO2 감축을 위해 선박용 엔진 또는 연료 변경이 필요한

데, 이러한 변화의 대응 일환으로 그림4와 같이 한국선급(KR), 

대우조선해양(DSME)와 선박용 SOFC 기술표준화 및 상용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기존 보유한 소형 가스터빈을 연료전

지에 접목하여 10% 이상의 출력 증강 및 발전효율을 개선한 고

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발전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당사는 상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및 수소 추출기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며 장래에는 기본적인 원

가 절감 및 제품 최적화, 공정 개선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수소 및 연료전지 시장은 현재 사업화 초기 단계로서, 

아직은 단기적인 실적 확보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기술 

발전에 좀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며, 전반적인 

세계 에너지 동향을 고려할 경우, 수소와 연료전지 산업은 매우 

의미있는 성장과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이동원 STX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7년 STX엔진㈜ 기술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한 후 
STX종합기술원㈜ 기자재연구팀 팀장, STX중공업㈜ 신사업센터의 센터장을 거쳐 현
재 STX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림 4. STX-ES/KR/DSME MOU 체결 (‘22.02) 그림 5. STX ES의 수소추출기 컨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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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인공지능, 
신재생자원관리 효율화 및 
통합관제 플랫폼

글.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

DT Tech&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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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핵심 트렌드, VPP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공통의 목표이며, 우리나라 역시 제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실천계

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9차 기본계획은 2034년 

주요 신재생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 목표 71GW를 제

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대비 36%

를 차지한다.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의 숫자는 매 분기 15%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비율

은 전체의 75%로 전체 설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대부분의 소규모 신재생 자원은 전국에 분산되어 배전계통

에 연결되고 있으며, 해당 발전소들은 중앙의 통합 관리 체계에

서 벗어나 있어 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함과 동시에 전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점차 가중시키고 있다. 

전력시장은 이러한 소규모 분산전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소규모 분산자원을 집합화하여 하나의 가상 발전기(Virtual 

Power Plant; VPP)로 구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자원을 집합화한 가상발전자원을 기존의 전

력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개별 자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가상발전소 운영자에게 위임하고, 전력시장은 분

산자원의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

고자 한다. 이러한 VPP 시장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시장의 핵

심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림 1 참고)

발전자원의 집합화는 기존 전력설비에 IT 기술을 결합함으

로써 물리적으로 분산된 발전 자원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발전

소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가상발전소가 전통적인 발전

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설비 정보

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전력시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하고, 정

밀한 예측에 기반하여 내일의 발전량 예측과 같은 미래의 설비 

상태 정보를 전력시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시

장 및 배전망 운영자의 명령을 수신하여 분산된 모든 개별 발

전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IoT기술, 인공지능 기반 예측 및 최적화 기술은 가상

발전기가 전통적 발전기와 동등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시

키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기술 기

반으로 구축된 인코어드의 VPP 서비스 플랫폼을 도식화하고 

있다. 

①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현장 제어

IoT 기술은 분산된 개별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현장 데이터 수집 외에 

그림 1. VPP 용량 크기 예상

<Source: Guidehous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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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장치를 연계한 현장설비 제어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비 대폭 향상된 IoT 기기의 컴퓨팅 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설비의 오작동 및 비정상적인 제어 명령 탐지 등 현장 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IoT 기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서버 비용은 물론 현장에서의 문제 대응 비용을 최소

화시킬 수 있다. 제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기가 현장에서 

탈취되었을 때 탈취된 기기를 통한 제어가 불가능하도록 추가

적인 접근 제어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고, 또한 내부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한 물리적 데이터 암호화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상호인증 기반 통신 암호화

현장에서 위변조된 데이터가 전달되거나 위변조된 제어 명

령이 IoT 기기로 전달되었을 경우 이는 전력망에 직접적인 위협

이 된다. 인코어드의 VPP 시스템에서는 IoT 장치와 서버 시스

템 간 통신에 PKI 인프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통

신에 대한 보안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X.590 기반의 인증서

를 활용한 IoT 기기와 서버와의 상호인증으로 기기 및 서버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TLS 1.2 기반 암호화된 통신 채널 위에서 데

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통신 구간에서의 데이터 탈취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검증필 암호화 모듈을 적

용함으로써 암호화 모듈의 무결성 검증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③ MQTT 기반 실시간 양방향 통신

MQTT는 경량의 Publish/Subscribe (Pub/Sub) 메시징 프로

토콜로써, M2M (machine-to-machine) 혹은  IoT 기기가 낮

은 전력, 낮은 대역폭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IoT 기기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은 물론 전력시장 및 배전

망 관리자의 실시간 제어 명령에 IoT 기기가 즉각 반응하기 위

하여 MQTT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클러스터링 기능

이 가능한 MQTT 브로커를 도입함으로써 서버 설비의 일부 훼

손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인공지능 기반 발전량 예측

발전량 예측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VPP의 핵심 기술로써 발

전량에 대한 미래 가시성 확보를 통해 입찰에 대한 최적화는 

물론 전력시장의 실시간 요청에 대한 개별 자원의 제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 정보로 사용된다. 통상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

능 기술을 활용하여 날씨 관측정보와 발전량 정보, 그리고 날

씨 예보를 활용하여 발전량을 예측한다. 근래에는 LSTM (Long 

Short-Term Memory)과 같은 시계열데이터에 특화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개별 발전소

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력 및 데이터 

처리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인코어드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발전량 예측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일 전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대해서 약 2%대의 매우 낮은 오차(NMAE 기반 오차 계산)를 

보여주고 있다.  

인코어드는 전술한 4가지 핵심 기술 기반 위에서 아이덤스

(intelligent DERMS; iDERMS) VPP라는 자제 VPP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아이덤스 VPP는 개별자원에 대한 계약 관리에서

부터, 전력거래소 입찰관리, 전력거래 후 최종 정산금 배분까지 

그림 2. 인코어드 신재생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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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 가능하

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에 기반하여 국내 대

부분의 발전공기업이 본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aaS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그림 3은 아이덤스 VPP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VPP 현황 대

시보드 예시로써 실시간 예측 정확도 및 정산금, 발전 실적을 

시각화하며, VPP 운영 자원에 문제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인

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사점

과거 수백~수천 개의 발전기에서 이제 수만~수십만 개의 분

산전원으로 전력망의 구성이 급격히 변화해가고 있다. 본 글

은 최근 신재생 분산자원의 증가에 따른 전력망의 대응 방안

으로써 VPP의 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발전소 가상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발전소 설비 데이터

의 실시간 취합은 물론 집합화된 단일 발전소로 활용하기 위한 

예측 및 제어기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결합

한 VPP 운영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 제안하는 아이덤스 

VPP 외에도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

해 VPP가 향후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자소개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사(2006년)를 취득하
고, 동 대학에서 병렬컴퓨팅 알고리즘 연구로 이학석사(2007)와 이학박사(2010)를 취
득하였다. 이후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수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서울 
벨연구소에서 통신 빅데이터 분석 및 GPU기반 계산병렬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
년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서비스 스타트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에 재직 중이다. 

그림 3. 아이덤스 VPP 서비스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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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솔루션

글. 김창순 ㈜빅아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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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디지털화’흐름 속에 본격 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30년간 발생한 기술 중 가장 혁

신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

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0

년 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별 AI 도입 비중은 서비

스업(5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36.1%)

이 그 뒤를 잇는다. 이미 AI 기술 및 솔루션은 제조 현장에 빠르

게 도입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I기술을 도입한 기업

은 대부분 대기업(91.7%)으로 AI 도입을 선도하는 반면 중견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도입이 미비하다. 중소기업은 자체적으

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 ㈜빅아이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자체 개발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기업이다.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에 힘쓰는 ㈜빅아이

디지털 전환(DT)이라는 키워드 등장과 함께 수많은 데이

터를 디지털화하여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정보는 디지털화를 이루며 방대한 데이터 시장이 열렸다. 제

조 현장은 정부 지원과 자체 사업을 통해 제조데이터를 그동

안 축적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의미 있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빅아이는 이러한 데

이터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

된 기업이다. 국내 제조기업의 35%는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

으나, 대부분 ICT기업들은 경기도에 밀집하고 있어 지역 제조

기업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빅아이는 경남 창원에 설립되

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경남ICT협회, 지역대학과 긴밀한 산·

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함께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 솔루션1 – 인공지능 에너지관리시스템

최근 환경문제로 전 세계는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

미 글로벌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효율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저탄소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

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도입하여 공장 에너지를 관리

하고 있지만 기존의 FEMS는 모니터링 및 분석정도의 수준이

다.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I 기술이 도입된 FEMS는 실시간 정보 모니터링에서 벗어

나 에너지소비량 예측, 피크전력 예측관리, 전력품질관리, 공

정 에너지소비 최적화, 이상설비감시 등 분석과 판단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분석 및 컨설팅의 역할을 

AI 솔루션이 수행하는 것이다. 2021년 5개의 수요기업에 AI기

반 FEMS 서비스를 구축한 결과 연간 약 2~11% 수준의 에너

그림 1. ㈜빅아이 인공지능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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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고객사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은 HVAC(공조시스템)이다. 제조공장의 경우 대부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

너지 소비에 2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당사의 AI기반 FEMS에서는 실내외 온도데

이터를 활용하여 예측기반의 Pre-cooling(heating) 기술을 적

용하고 있다. 실내온도는 잡열로 인하여 실내 설비 가동과 외

부온도변화에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냉난방기

를 가동할 때 실시간 온도를 기반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

한 잡열로 인한 손실과 피크전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분 단위로 실내온도를 예측하

여 냉난방기를 사전에 가동 또는 중단을 통해 실내 온도변화

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5 

~ 2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 솔루션2 – 디지털트윈

최근 디지털트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인

공지능은 혁신이 아닌 기술고도화 단계이며. 제조현장에서의 

디지털트윈은 공장 디지털화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가상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게 된다.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는 MES, ERP, FEMS 

등 공장의 모든 정보는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가치있는 정보

를 창출하게 된다. 3단계는 이러한 정보를 가상화를 통해 디

지털트윈으로 구현하게 된다. ㈜빅아이는 설비의 예지보전

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설비예지보전은 현재의 설

비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감시를 통해 실시간 관리기능을 갖는

다. 또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고장예측, 부품수명 등의 예측정

보를 제공한다. 특히 고장예측의 경우 고장데이터에 대한 학

습이 부족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

이다. 당사는 고장데이터를 시뮬레이션 기법과 연계하여 고장

데이터 생성을 통해 고장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풍력발전기 O&M 기술개발 사업을 통

해 풍력 터빈의 설비예지보전 솔루션을 개발하여 실증하였고 

고장 예측 신뢰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 솔루션3 – 인공지능기반 유한요소해석(FEM)

인공지능 기술은 제조 공정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설계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당사에서 개발하

고 있는 인공지능기반 유한요소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설

그림 2. 풍력발전터빈 O&M 서비스 플랫폼

Real 풍력터빈 시스템

발전기
Data

성능 1

성능 2

성능 3

성능 4

디지털트윈
시뮬레이터

예지적 O&M
솔루션

통합모니터링
시각화

스마트 O&M
서비스플랫폼

Blade 
Data

Yaw
Data

운영
Data

바람
Data

SCADA
CMS

대용량 저장장치 구축

O&M을 위한 DB 설계
구조해석 ROM
물리적 모델
발전량 예측
잔여수명 예측
고장 상태 진단

CPS 기반 VR
서비스 DB 연계
보안 및 인증
표준화
유지보수
Data 동기화

DT 풍력터빈 시스템
센서 기반 데이터 정제

실시간 운전 결과 Feedback

요시스템 발전기

블레이드

O&M 반영된 DB 제어 운전 및 운영 계획 전달

3D CPS 시뮬레이터 스마트 O&M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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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계에서 많은 매개변수 조건에 대해서 해석 및 분석을 통

해 최적의 설계 값을 도출하게 된다. 유한요소해석은 물리적 

해석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설계자가 반복적으로 해

석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 경계조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AI가 조건에 맞는 최적

의 설계 매개변수를 도출하게 된다. 설계자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최적의 설계변수를 도출해주어 여러 조

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대비 설계소요시간을 50% 이상 절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개발단계이며, 기존의 FEM

해석 TOOL(Comsol, Magnet 등)과 호환이 되도록 구현할 예

정이다.

기타 솔루션

당사는 제조기업의 설계단계부터 제조, 운영, 품질 등 제조

의 전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솔루션 외에 AI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예측 솔루션, 전기자동차 배터리 SOH(State of 

Health) 평가 솔루션, Vision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

공지능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점

갈수록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국

내 중소 제조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고 상

생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빠르게 접하고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빅아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탄소중립 키워드만으로도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빠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저자소개

김창순 ㈜빅아이 연구소장은 2013년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배전센터 연구원으로 분
산전원 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6년 창
원대학교 차세대전력기술응용연구센터에서 에너지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
행하였다. 현재는 기술 사업화를 위해 ㈜빅아이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AI 솔루
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인공지능기반 유한요소해석(FEM)

1. COMSOL에서 수출된 2D/3D 모델 표시
2. 코일의 고정 입력 매개변수 입력
3. 강화학습 후 최적의 설계 및 분석 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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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3월 22일(화)에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제6회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DT협의체 참여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DT리딩 기업으

로 운영되는 KoDTi뿐 아니라, 신규로 모집한 중소·중견 네트

워크, 디지털 솔루션 네트워크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본 포럼은 디지털 혁신 트렌드와 사례 소개, 주요 DT기술

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DT협의체 기업에 시사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CES 2022로 본 디지털 혁신기술(AIBB 

LAB 장동인 대표)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현실세상과 디

지털 세상의 협응(다쏘시스템 양경란 디렉터) ▲AI+Robot을 

통한 전 산업의 로봇화(KIST 오상록 단장) 등 3개의 강연으로 

구성했다.

(1) CES 2022로 본 디지털 혁신기술

(AIBB LAB 장동인 대표)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는 신기술의 트렌

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

에서 올해 진행된 CES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판도, 로

봇의 미래, 스마트홈, 자율주행, VR 및 AR, XR 등 기술이 주목

되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IP와 파운드리 분

야에서 전 세계 주요 ICT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또한 로봇의 

시장화가 본격화되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많은 대기업이 활

그림 1. 다쏘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제6회 DT협의체 정례포럼

DT트렌드, 디지털 트윈, 산업로봇 분야 발표/논의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의 비즈니스적 가치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무한에 가까운 실험과 경험을 가능하게 함

현실에 가까운 정확한 정보

직관적 인지와 이해

75%
Cycle Reduction

50%
Cost Saving

40%
Efficiency Gain

Encourage
Creativity & Knowhow

업무/작업 몰입도의 증대

실패 비용의 Zero화, 경험 축적 시간의 단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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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투자 중이다. 스마트홈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실제 수요

와 관심도가 높았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결 표준인 매타 

표준(Matter Standard)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에 의해 추진·

개발되고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PC 생산 시장과 유사하게 발전되어 SW, HW가 별도 생산될 가

능성이 크며, 현재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R&D에 집중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소 드론, 헬스케어 제품

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다. 아쉽게도 Meta의 불참으

로 메타버스 서비스 기업이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으나, 참석한 

메타버스 기업들의 현장 인기가 높았다.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현실세상과 디지털 세상의 협응

(다쏘시스템 양경란 디렉터)

디지털 전환에 관련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메타버스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이다. 메타버스 

및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인 다쏘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메

타버스’를 통해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솔루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조기업 관

점에서 메타버스 솔루션은 증강 현실을 통한 AR 기반 작업 교

육, 증강 분석,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유용

하다. 또한 물리적 제품 이전의 개발, 생산, 유통을 시현하여 약 

50% 비용과 자원 75% 감소, 효율성 향상의 효과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ESG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자원 

감소는 ESG에서 E 항목인 오염 폐기물 감축 등 디자인 시뮬레

이션 등을 통해 ESG 평가 항목에 부합한 작업 방식을 유도한

다. DT 협의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솔루션 구축비용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3) AI+Robot을 통한 전 산업의 로봇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단장)

로봇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환시기를 맞이하여 시장성이 높은 분야 로 꼽힌다. 

현재 로봇 시장의 주류는 제조 로봇으로, 주로 인간의 보조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배달, 서빙, 방역 등 비대면 서비

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 분야가 급속히 성장 중이다.

특히 로봇의 완제품과 함께 부품 및 SW 부문이 크게 성장 

중이며, 이와 함께 로봇 주력 기업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전

통 로봇 제조기업(Kawasaki, Fanuc 등)에서 글로벌 기업(아마

존, 애플, 구글 등)으로 변화 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및 

초연결화 기술이 로봇과 융합하여 실생활에 활용되기 시작하

였다. 하드웨어 중심의 제어·센서 응용 에서 데이터와 AI 알고

리즘, 네트워크 중심의 SDR(Software Defined Robot)로 발전 

중이며, 인간-로봇 공존 사회를 대비한 ‘지능 로봇’시장의 성장

과 함께 전 산업의 로봇화를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

과 함께 R&D 난제 역시 존재한다. SDR을 위한 메타모델 기술, 

양방향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 및 표준화 기술, 디바이스 아키텍

쳐 기술 등 RaaS(Robot as a Service)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기업 협업 등 추진 체계 및 전략이 필

요하다.

그림 2. 전 산업 로봇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시장/산업에서의 발전 방향성

전 산업 로봇화를 위한 시장/산업 관점에서의 전략 제안
❖ 로봇을 활용한 Service Business化

• 제조상품 비즈니스 모델(산업용 로봇, 가전제품 등)에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바퀴달린 스마트폰)로 Biz Model 전환
❖ Service Business를 위한 RaaS Service Platform 개발

• Servitization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
❖ 기술개발 완성도를 고려한 Robot Device 개념(Software Defined Robot)을 공유

• 판매 시 최소 가치, 사용할수록 가치를 극대화하는 모델로 전환
• 이를 위한 Digital Transformation Trend를 적극 도입 및 활용

❖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생태계 공동 노력
• 기존 Robot Commodity 시장과는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한 가치사슬별 수직계열화



KOITA 「최신기술동향」
정보제공 서비스
국내외 70여 개 산업기술 전문기관이 발간하는 최신 산업기술동향 소식을 
KOITA 홈페이지 및 이메일/모바일(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합니다.

문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디지털혁신지원팀
- 연락처 : koita-dt@koita.or.kr / 02-3460-9173

국내외 70여개 산업기술 전문기관의
최신 산업 기술동향

1

복잡한 보고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문 제공 

2

키워드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기능

3

관심 산업 분야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카카오톡 맞춤형 서비스 

4

자료열람 방법1

KOITA 최신기술동향 바로가기

[이용안내]
※ KOITA 홈페이지 ‘최신기술동향’   
      메뉴로 이동합니다.
※ PC/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이메일/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는 
      1분야/1일 주기로 신청자에 한해 발송됩니다.

이메일/카카오톡 신청방법2

채널추가

[카카오톡 신청방법]
카카오톡 ‘KOITA 최신기술동향’ 채널 추가 → 
채널 채팅창메뉴 ‘관심 산업분야 선택’

[이메일신청방법]
하단의 메일주소로 관심사업 분야 선택 및 제출

국내외 70여개 산업기술 전문기관의
최신 산업 기술동향

1

복잡한 보고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문 제공 

2

키워드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기능

3

관심 산업 분야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카카오톡 맞춤형 서비스 

4

자료열람 방법1

KOITA 최신기술동향 바로가기

[이용안내]
※ KOITA 홈페이지 ‘최신기술동향’   
      메뉴로 이동합니다.
※ PC/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이메일/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는 
      1분야/1일 주기로 신청자에 한해 발송됩니다.

이메일/카카오톡 신청방법2

채널추가

[카카오톡 신청방법]
카카오톡 ‘KOITA 최신기술동향’ 채널 추가 → 
채널 채팅창메뉴 ‘관심 산업분야 선택’

[이메일신청방법]
하단의 메일주소로 관심사업 분야 선택 및 제출

국내외 70여개 산업기술 전문기관의
최신 산업 기술동향

1

복잡한 보고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문 제공 

2

키워드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기능

3

관심 산업 분야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카카오톡 맞춤형 서비스 

4

자료열람 방법1

KOITA 최신기술동향 바로가기

[이용안내]
※ KOITA 홈페이지 ‘최신기술동향’   
      메뉴로 이동합니다.
※ PC/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이메일/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는 
      1분야/1일 주기로 신청자에 한해 발송됩니다.

이메일/카카오톡 신청방법2

채널추가

[카카오톡 신청방법]
카카오톡 ‘KOITA 최신기술동향’ 채널 추가 → 
채널 채팅창메뉴 ‘관심 산업분야 선택’

[이메일신청방법]
하단의 메일주소로 관심사업 분야 선택 및 제출

서비스 특징

이용방법



산기협은 DT협의체 참여기업을 상시모집 합니다. DT협의체는 디지털 전환(DT) 관련 정보제공, 사례공유,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DT촉진, 디지털 융합 신사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선도기업 중심의 ‘Korea DT Initiative (KoDTi)’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협의체 참여대상을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기업으로 확대하여 매칭 및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DT 협의체 참여기업 모집

(1) DT협의체 구성

DT 협의체는 리딩기업 중심의 ‘KoDTi’, 디지털 전환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 보유기업인 

‘디지털 기업 네트워크’로 운영될 예정

(2) 운영방향

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한 DT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의

DT경쟁력 제고 지원 

(3) 주요사업

전체 참여기업 대상 포럼/세미나, 주제별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DT 수요-공급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중소〮중견 
DT네트워크

디지털 전환의 초기투자
(또는 준비) 단계의 전통
산업 기반의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기업 
네트워크

디지털  전환 솔루션
/디바이스 관련기술 보유 
기업

KoDTi 
(리딩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프로젝트가 진척되고 있는 
산업 분야별 선도기업

정례포럼 〮  DT 트렌드,  추진전략 논의  〮 협력 네트워킹

공동포럼 〮 공통주제 논의  〮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 DT사례 공유, 토론  〮 세부주제별 논의

워킹그룹 〮 R&D투자방향 제안  〮 핵심 DT과제 도출

DT솔루션 데이 〮 DT솔루션 발표, 수요기업 참여 〮 수요-공급기업 매칭

운영위 〮 운영방향 협의

중소〮중견 
DT네트워크

디지털 전환의 초기투자
(또는 준비) 단계의 전통
산업 기반의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기업 
네트워크

디지털  전환 솔루션
/디바이스 관련기술 보유 
기업

KoDTi 
(리딩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프로젝트가 진척되고 있는 
산업 분야별 선도기업

전 체
 국내 〮  외 DT트렌드, 추진전략 등 전문가 초청 강연
 기업 DT사례 발표, 이업종간 네트워킹정례포럼

 국내외 주요 단체와 주요 DT이슈별 포럼 개최
  - 산업안전, 메타버스, 디지털ESG, 데이터 공유 등공동포럼

주제별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의 이슈/주제 논의
 기업 DT추진 사례 공유, 협력 추진

분과
위원회

 DT 심층 주제별 과제도출, 협력 추진, 현업 적용
 R&D 과제화 추진, 사업 반영 워킹그룹

협  력
  (DT솔루션 데이) 최신 DT기술/솔루션 기업 발표 및 소개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그룹간 협력 프로그램 지속 추가

 DT 기술/솔루션 기업 Pool 구축, 분야별 기업 추천
 정부 DT과제 참여 지원(자문 및 매칭)

협력/
네트워킹

자문 
및 매칭

DT협의체 활동을 통해 DT수준을 제고하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문의 : 디지털혁신지원팀(02-3460-9151 / sjmoon@koita.or.kr)



효율성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되고 최신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어요.

접근성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로도 접속
할 수 있어 편리해요.

시의성

보고서 내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편리성

검색과 사용이 편리해
일반 연구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연구원도 활용 가능한
특허 검색 기능 서비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정보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회원사의 기술전략 수립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전문가 또는 일반 연구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특허분석, 이제 산기협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활용해 해결하세요!

프리미엄 리포트 1회당 100만원(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변리사) 개별 컨설팅(유선상담) 제공
신청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출원, 등록 등), 급성장·특화성키워드, 
전문가(변리사)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분석 리포트 제공

KOITA 회원사 [회원전용 무료 서비스]
3가지 유형의 특허분석 보고서(자사, 경쟁사, 관심기업)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 가능한 클릭기반의 검색기능 서비스

산기협 특허분석(IP-R&D) 
회원지원 서비스

기본 서비스 내용 프리미엄 서비스 내용

산기협 특허분석(IP-R&D) 서비스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

프리미엄
보고서

심층분석 보고서, 
전문가(변리사) 자문 포함
(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기업, 관심 기술 보고서 신청,
연 6회 무료 이용(반기별 3회)
(근무일 기준 7일 내외 제공)

클릭
기반 

기본
보고서

주요 
5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