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CFC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 직접 탄소 연료전지 (DCFC) 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는, 신

연구분야 임.

○ 응용 가능한 연구분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의 본 연구팀, 전력

연구원, RIST, KIST, 삼성SDI, 삼성전기에서 현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요

소기술 및 스택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력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IST), RIST, 두산 중공업 등에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개발

이 진행 중임.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직접 탄소 연료전지는 차세대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

어 미국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각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주요 목표로는 탄소 산화반응에 대한 최적 전극 개발과 고성능 장수명 박막

전해질 개발을 통하여 DCFC 단전지 출력 밀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차세대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초연구 및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DCFC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성능은 300

mW/㎠까지 도달하였으며, 셀 운전 시간은 500 시간이 확보되었음. 현재 수

백 W급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국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초기단계 상태이며 기본적인 단전지에 대한

설계 및 고성능 전해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직접 탄소 연료전지는 전해

질의 종류에 따라 용융탄산염 계열과 고체산화물 계열의 범주 안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음.



[미국 각 기관별 연구현황]

2. DCFC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09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300,000 600,000 3,000,000

한국 시장 규모 10,000 50,000 500,000

년도
(2007년)

2년 전

(2008년)

1년 전

(2009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산출근거：2007년 노무라보고서

¡ 해외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동향 및 예측

- 미국, 유럽 2015년 각각 10GW, 15 GW 이상의 분산전원용 연료전지 시장

형성

- 중국: 최대 연 100MW 이상의 신규 수요 예상

※ 출처: ICCEPI & UNEP, Fuel Cell Market Prospects and Inter.

Strategies, 2002



¡ 건물/주택용 0.7～10 kW급의 경우, 세계적으로 2007년까지 총 7,000여대가

설치 운전 중. 일본 80%, 미국이 15% 가량 설치

- 일본은 1kW급, 북미/유럽의 5～10 kW급 시스템이 시장을 주도

¡ 국내: 주택용은 2012년까지 정부 주도로 보급, 2020년 200만대 시장 예상

¡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동향 및 예측

- 2009년 예측 : 신규수요 최대 117MW, 최소 28MW

- 2010년 예측 : 신규수요 최대 204MW, 최소 37MW

- 2012년 예측 : 신규수요 최대 359MW, 최소 45MW

- 2015년 예측 : 신규수요 최대 408MW, 최소 84MW

※ 출처 : ADL,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실행전략,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