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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호 】
(발행) 한국동서발전 미래기술융합원
①영농형 태양광 기술동향(1p~3p), ②수소의 저장·운송 기술 동향(3p~5p)

1.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 동향

⦁ 독일의 태양광 에너지 전문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태양 에너지 연구소
(Fraunhofer ISE) : 4%의 농경지에 설치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만으로도

(배경)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고, 농가는 더이상

전체 독일 내에서의 필요한 전기 수요를 모두 감당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편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과 농촌 소득 증대에 따른 농촌 공동화를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경지, 목초지, 비닐하우스 등 모든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 활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

(위) 태양광 시스템과 농업을 분리해서 설치한 경우의 효율
(아래) 농업용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의 효율
기후변화 분야

【영농형 태양광 적용 사진】

⦁ 영농형 태양광 기술의 그림자 효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개선
- 폭염 시, 높은 열의 직사광선을 피함

발전원리

- 폭우 시, 작물에 도달하는 강수의 양을 줄임

광포화점을 지닌 식물은 일조량이 많아도 광포화점을 초과한

- 겨울철 냉해감소, 여름철 수분증발 감소

광원의 광합성은 이뤄지지 못하는 특성에 따라 식물에는 최적화된

- 우박이 직접적으로 작물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생육 환경을 제공하고 남는 일사량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

- 태양광 모듈에 적절한 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할 시, 효율적인 빗물
수집 및 저장이 가능
- 하부 및 주변 작물에 바람막이 역할

해외 기술 동향
◆ 해외 각 국가별 기후 조건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광합성과 이산화탄소 상관관계

작물별 광합성 곡선

및 농작물과의 상관관계 실증 사업 활발히 진행 중
국가별 영농형태양광 기술 적용 및 실증 사례

기대효과

구 분

에너지 분야

내 용
∎ (그림자효과) 애리조나주에서 진행한 2016년 실증 사업을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증가,

통해 건조지역의 농경지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이

그 결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농경지를

캐노피 역할을 하여, 고열 및 지나친 일사량으로부터

발전소로 용지 변경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작물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태양의 지나친 수분 증가를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어서 주민

(미국)

수용성을 향상시키며,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막아주어 관개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감소시켜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 (ASTGU) 메사추세츠주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대두됨

진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태양광 하부에서의 농작물은
1

구 분

내 용
노지 생산에 비해서 그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나, 무더위가

구 분
동서발전

지 역
파주, 당진,

(5개소)

경산

대상작물(수확율)
벼(92.8%), 콩(86.9%), 보리(91.9%),
대파(90.3%)

심했던 2016년에는 작물의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마늘(71%), 양파(87%), 양배추(85%),

확인, 이를 기반으로 토지 공동사용 태양광 에너지를
장려하는 특별인증(Agricultural Solar Tariff Generation
Unit(ASTGU))을 발표
∎ (실증사업) 2016년에 Fraunhofeer ISE와 Hohenheim

옹진

(7개소)

∎ (모듈간격 - 작물피해 상관관계) Weihenstephan–Treisdorf

솔라팜

대학이 Fraunhofer ISE와 함께 2013년에 진행한 사업

(2개소)

으로, 1축 트래커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간격에 따라

HS솔라

하부 작물(배추, 상추 등)의 생장 감소율을 분석하는

(2개소)

(독일)

실험을 실행, 모듈 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작물의 감소량이

솔루션

들깨(91%), 녹차(111%), 포도(102%)

마늘(81.7), 양파(88.3%), 배(93.3%),

나주, 보성

포도, 녹차(105.3~121%)

청주

벼(86.9%), 감자(91%), 배추(87.7%)

청주

벼(82.1%), 콩(진행 중)

청주

감자(진행 중), 양파(78%~87.3%)

(3개소)

∎ (실증사업) Sun’Agri사에서 2010년 Montpellier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3D ray-tracing 시뮬레이션 및 작물

GS건설

모델(STICS)을 적용하여 하부 일사량 및 작물의 엽면적

(4개소)

지수(Leaf Area Index, LAI)를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프랑스)

감자(95%), 배추(86%), 무(81%),

현대에너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

영농형 태양광에 적용할 수 있는 토지 등가 비율(Land
Equivalent Ratio, LER)을 정의
∎ (기술개발) REM Tec사에서 2009년부터 개발하고
2012년에 건설한 1.3MW 용량의 양축 트래킹 시스템

팥(90%), 옥수수+콩(88.3%),
군위, 공주

벼(91.5%), 호밀(97.3%), 양파(80.6%),
배추, 마늘(진행 중)

㈜파루
(1개소)

순천(승주)

새마을운동
중앙회
(1개소)

성남

벼(82.5%)
양파, 마늘(진행 중)

특허출원

우리회사 R&D 현황

∎ (적용사업) 2012년 여러 대의 메가와트급 영농형 태양광을
이태리에 추가로 건설하여 총 6.7MW 규모 부지조성
∎ (적용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1단계] 600nm 파장대역 LED광원을 적용한 농업생산성 유지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3,000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및 실증(완료)

시스템 설비를 설치
∎ (적용사업) 2012년 Jain Irrigation에서 바나나, 쌀, 목화

⦁ 연구기간 : ‘19.05~’21.04(24개월)
⦁ 연구 필요성

등의 작물로 시행한 첫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10개소

(인도)
∎

- LED 보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유지·향상 시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인도 전체에 설치
(실증사업) 프라운호퍼태양 에너지 기술 연구소

- 보광장치 등 농업생산성 유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Fraunhofer Centre for SolarEnergy Technologies,

통해 경작 확인 및 농사유지 점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과

CEST)는 2017년도에 독일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전력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병행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이후의 확장사업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칠레산티아고(Santiago de Chile)부근 3곳에 실증
(칠레)

(19개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증사업 진행

(일본)

나주, 청원,

무화과(진행중)

대학이 Heggelbach 유기농 농장과 함께 200kW급

(이태리)

원광전력

⦁ 연구목표

∎ (연구개발) 산티아고지방자치제(Santiago de Chile Metropolitan

- LED 보광처리를 통한 단위면적당 농작물 감수율 10%이하 경작기술 개발

Region Government)의 지원을 받은 이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 농지 토양 및 유기물 유실 저감과 건강한 경작지 조성을 위한 빗물

기술을 라틴아메리카 기후에 적정성을 검증하였으며, 칠레의

순환 이용 시스템 개발

기후 및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

국내 기술 동향
◆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작물별
수확율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23지역, 63개소)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지 역
화성, 파주,

대상작물(수확율)
마늘, 옥수수, 양파, 콩, 오이, 딸기,

(6개소)
농촌진흥청

순천, 제주

토마토, 양파, 양배추 (조사중)

(4개소)
한국수력원자력
(1개소)
남동발전
(8개소)

완주

벼(79%추적식~83%)

가평

벼(85.6%삼광~81.8%운광)

고성, 하동,
남해, 거창,

벼(84%~92%), 밀(진행 중)

【단계별

함안, 함양
2

연구개발 목표】

저장기술 비교

[2단계] 발전량 안정화(평탄화)를 위한 양면형 모듈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 개발 및 실증(진행중)

종류 및 현황

⦁ 연구기간 : ‘22.01~’23.12(24개월)
⦁ 연구 필요성
- 일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차광량이 다소 많아 작황의
감수가 수반되고, 한낮의 발전전력 피크로 인한 계통안정성
저해 및 설치용량의 비효율적 활용문제가 일어남

구분

기체저장

기술

압축저장
(200bar)

액체 저장
액화 수소 저장

액상유기화합물

냉각저장
(-253℃)

고체저장

수소화물 저장 고체물질 저장
(암모니아 등) (수소저장합금)

수소 단거리 운송 시, 기체 저장된 수소를 배관이나 트레일러로

⦁ 연구목표

이송이 가능하나 화석연료 대비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 기존의 Solar Sharing 형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낮아 1회 운반 규모가 매우 작음

수직(Fence)형의 융합을 통해 주간 시간의 안정적인 태양광

따라서, 대륙 간 이동과 같은 장거리 수송에서는 수소를 냉각

발전량 제공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거나 유기화합물 형태로의 변환을 통해 운반 규모의 확대 필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① 기체 저장 및 운송 기술 개요
기체 수소의 운송 방식 분류
운송 방식

【단계별

적합한 운송 조건

배관

- 소규모, 단거리에 대해 연속 공급할 경우
- 대규모, 장거리에 대해 연속 공급할 경우

튜브 트레일러

- 중·소규모, 중·장거리에 간헐적 공급할 경우

(배관) 배관 운송방식은 수소 운송량이 적고 소비지가 수소

연구개발 목표】

생산시설과 인접하여 배관 건설비용이 사용량 대비 효율성이
있을 때 주로 사용

2. 수소의 저장·운송 기술 동향

(트레일러) 강재로 만들어진 실린더 또는 카트리지에 담아 운송하는
방식으로 4가지 Type의 저장용기 기술 적용중

(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이 진행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린수소 생산이 제한적이므로 2030년 이후
해외로부터의 수소 수입·유통에 대비하여, 수소 운송·저장 기술의
개발 및 각 기술별 장·단점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여건에 따른
최적의 수소 수입·유통 방안 수립이 필요함.

수소 저장기술 종류
수소 저장 및 이송기술은 수소의 물리적 성상에 따라 고체 저장,
기체 저장, 액체 저장으로 구분되며, 이 밖에도 금속 수산화물,

② 액체 저장 및 운송 기술 개요

액체 유기 화합물과 같이 다른 물질과의 결합 형태로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수소 액화플랜트 개략도】

(개요) 수소를 대기압 기준 영하 235℃까지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탱크로리를 통해 운송하는 방식
(장점) 1~2bar 압력 이하로 대량 운송이 가능하여 기체운송보다 안정적
(단점)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단열용기가 필요하며 장기
보관의 경우 수소 손실 발생 및 수소 액화 시 소요되는 에너지
【수소 저장 기술의 개략도】

소비전력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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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액상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저장 및 운송 기술 개요

구 분

내 용
∎ (액화) Linde社, 9.4톤/일 규모의 수소액화플랜트 운영중
∎ (LOHC) 디벤질톨로엔 기반 LOHC 기술 개발 후 수소기차에

(독일)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중(Hydrogenious Technologies社)
∎ (합금) GfE社가 개발한 상온용 수소저장합금 소재 잠수함에 활용중
∎ (액화) Air Liquid社, 10톤/일 규모의 수소액화플랜트 운영중
∎ (수소동굴) Terega社, 1년간 1.5GWh 규모의 수소를 저장하는

(프랑스)

수소 동굴 저장 시범 사업 추진
∎ (합금) Mcphy Energy社, 마그네슘 수소화합물(MgH2)를
사용한 고체수소 보관기술 개발 특허 획득
∎ (수소동굴) 암염 돔에 수소를 채워 저장소로 활용하는

【LOHC 원리】

(개요) 수소를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해 저장·이용하는 기술로

‘첨단 청정에너지 저장고(ACES)’ 프로젝트 진행(1만1천톤

액상 유기 화합물은 수소를 붙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운반체의

저장 용량을 가진 소금동굴 2개 조성)

역할을 하며 운반체 내에서 수소를 보관·수송한 후, 사용 시

- 미쓰비시社, 매그넘 디벨롭먼트社가 추진하는 미일합작 프로젝트

탈수소화를 거쳐 수소를 재추출하는 방식

(미국)

(장점) 부피 및 무게 대비 수소 저장용량이 크며, 반복적으로

∎ (배관) 1,600마일(2,500km) 이상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완료
∎ (액화) Praxair社, Air Product社, 30~35톤/일 규모의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고, 기존 화석연료의 저장·운송

액화플랜트 운영중
∎ (액화) 가와사키중공업社, 5톤/일 규모의 액화플랜트 운영중으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함

액화수소 운반선을 제작하여 호주 수소 1,250㎥ 운송 실증 완료

(단점) 액상 유기 화합물에 저장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 (LOHC) 톨루엔 수소기술을 이용하여 브루나이에서 일본까지

탈수소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소비
(일본)

④ 고체저장합금을 이용한 저장 및 운송 기술 개요

선박을 이용해 210톤 수소 운송 실증 완료
- 실증 데이터 기반으로 2030년 전후로 상업화 돌입 계획
∎ (합금) 무로란시, 수전해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수소저장
합금에 저장하여 운송 후 연료전지 사용 실증
∎ (배관) 범유럽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유럽 하이드로젠 백본
(European Hydrogen Backbone, EHB)’ 추진 중
- 28개국 31개 업체 참가로 2030년 2만 8,000km, 2040년

(유럽)

5만 3,000km 구축 예정(지역별 수소 공급-수요 균형에
맞춰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

국내 기술 동향
◆ 수소 저장·운송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수소저장합금 저장 원리】

(개요) 냉각 또는 가압 과정을 통해 수소를 금속에 흡수시켜

원천 기술 위주의 연구가 수행 중이며, 해외에 비해서

금속 수소화물을 만든 후 이송하여 활용지에서 금속수소화물을

상용화 수준이 낮은 상황

가열 또는 감압하여 수소를 방출시키는 방식
구 분

◽ M +


H

 2

↔ MHx + Q cal

내 용
∎ 화학단지 중심 울산, 여수 등에 약 200km 수소 배관 구축

기체
(배관)

◽ M(수소저장합금), MHx(금속수소화물), Q(반응열)
(장점)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상압부터 10기압 정도)과 온도조건에서

- 공급 압력은 20bar 내외, 건설비용은 대략 10억원/km
∎ 한국가스공사, ‘30년까지 700km 수소 배관 구축에 4.7조원
투자 계획

고체 상태로 수소를 저장하므로 부피 밀도가 크고 안정성이 높음

∎ 450대 200bar 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 운영중
기체
∎ 한화솔루션社, 450bar·300L 이상 트레일러 용기 국산화
(트레일러)
성공 및 상용화 준비중

(단점) 수소저장합금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수소저장의 질량
밀도가 낮음

∎ 소용량 액화기 운전 수준으로 대용량 액화플랜트는 전무

해외 기술 동향

∎ SK E&S社, 린데와 협업하여 82톤/일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 수소 액화 기술, 유기화합물 저장 기술 개발 이외에도 지리적

‘23년부터 인천에 구축
∎ 효성社, 린데와 협업하여 35톤/일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울산에 구축

여건을 이용한 소금 동굴을 수소 저장기술로 이용중

- 1플랜트 ’23년 1분기 2플랜트 ‘23년 2분기 가동 예정

☞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소금동굴 개발이 미비함
LOHC

(소금동굴) 에너지 비축용 소금 동굴은 암염 돔 내부로 물을
고체
(저장합금)

흘려보내 소금을 녹인 후 소금물을 추출하여 생성하며, 저장
비용이 저렴하고 지하에 조성되므로 사고위험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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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개발단계로 전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 개발 진행 중
∎ 고체 수소 저장 물질 개발, 저장 성능 개선을 위한 원천
기술 위주의 연구 수행 및 상업화 준비 중
- 원일티엔아이, 하이드로럭스, 엔팩 등

우리회사 R&D 현황

※ 자료 출처
1. 한국태양광발전학회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20.10)

P2G 그린수소 연계 저압저장용 고체수소 저장시스템 개발

2.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연구기간 : ‘22.09~’24.08(24개월)

방안 연구(`19.03)

⦁ 연구 필요성

3.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여

연구(`21.05)

장기적으로 저장 및 공급하는 시스템(고체수소저장) 필요

4. 한국기계연구원 – 액체수소 기반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방안(`20.01)

- 일반적인 고체수소저장은 30bar 정도에서 운영하나 본 연구 과제를

5. 고등기술연구원 – 수소 저장/운송 기술 개요 및 현황(`19.02)

통해 10bar 이하에서 운영이 가능한 고체수소저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수소 기술 개발 및 산업 동향(’21)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7. 고등기술연구원 – 기술과 혁신, 수소의 저장·운송 및 충전(‘19)
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수소 저장 시장(’19)

【고체수소 저장 시스템개발 개념도】

【P2G 2단계 연계 수소 활용 전주기 개념도】

⦁ 연구목표
- 수소를 10bar 이하에서 저장 할 수 있는 저장합금 소재 개발
및 용량 확장형 고체수소저장 모듈형 시스템 개발을 통해 동해에서
추진될 정부 R&D P2G 연구개발과제와 연계 실증
세부내용

모듈당 수소 저장량(kg)
수소 충전 방출 속도(kg/hr)
수소저장모듈 수명(year)
최대 수소 저장압력(bar)

목

표

10kg H2
1.5kg/hr
7.6년
10ba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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