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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새시대 신정부, 강원 동해안 산업의 대개조를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이 신정부의 화두이다. 이에 강원도의 경제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자치도의 제1 핵심은 규제혁파이다. 그간
강원도는 국방과 환경이라는 국가적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해 온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덧붙여 우리 스스로
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권 확대를 노력해 왔다. 강원도민의 애절한 요청인 경제특별자치도가 이제서야 정부 공약이
된 것이다.
20여 년 이상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강원도의 국내 비중은 인구 3%, 기업체 수 및 GRDP 2.5% 수준이다. 장기간의 정체로
산업생태계가 부실해졌고 이로 인해 신산업의 유치와 육성에 애를 먹고 있다. 2013년 이후 추진해 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EFEZ)만 해도 그간의 실적이 미흡하다. 결국 금년 3월, 경제자유구역청 인원이 33%나 감축되었다. GRDP가 10% 이상 성장·
견인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면적과 조직이 축소된 것이다.
실적 미흡과 조직 축소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투자기업의 진단은 명확하다. EFEZ는 ①인력, 토지의 생산요소
환경, ②협력업체와 시장수요의 산업집적 환경, ③물적·지식·생활에 해당되는 인프라 환경 그리고 ④규제완화와 투자촉진에
해당되는 정책환경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장기간 국가의 정책 지원없이 공간부정의(Spatial Injustice) 상태에 처해
있었던 동해안 지역에 이러한 우수한 여건이 구축되어 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간의 Bottom-Up 방식의 균형발전정책은 강원도 처럼 공간부정의 상태인 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강원도민들은
대안을 제안한다.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Top-Down 산업육성 방식이다. 넷제로(Net Zero) 실천을 위한 수소산업, 지역간
초협력이 필요한 미래소재 산업은 중후장대의 설비와 항만물류를 위한 임해(臨海) 조건이 필수이다. 그간 외면받아온 EFEZ는
오히려 넓은 부지와 여유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 강원도민은 동해안의 산업 대개조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지가
아쉬울 뿐이다.

'RIG브리프 : 이슈리포트'는
강원도와 도 내 시군의 현안을 집어보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RIG 브리프」 및 「집필자 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ㅣ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T. 033. 250. 1325(robert00@ri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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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이 바라본 EFEZ 10년, 그 성과
지역 산업의 미래 중추로 여겨졌던, 경제자유구역(FEZ)
-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제한의 철폐로서, 지정 당시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중추로 여겨졌음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및 각각의 산업 기능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의 주기능은 소재, 물류 그리고 국제관광의 거점임
- 2013년 2월 4일부터 202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며, 총사업비 8,859.5억 원임
강릉, 동해 : 복합물류, 산업·관광·레저기능 활용, 환동해권 해양관광 거점 도시, 첨단소재, 차세대 첨단에너지
단지로 개발
- 그간 여러 건의 기업 투자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나 지속적인 투자 연결 실패
- 지난 10년, 국내 산업 트렌드는 보다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면서 “지역 + 기업” 연합체간 경쟁이 첨예화되었고,
고부가가치 흐름을 탈 수 없는 업종은 해외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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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투자로 연결되지 못한 옥계와 망상 사례

포스코, 13년만에 마그네슘 사업 손뗀다

캐나다 던디그룹, 특수법인 '던디360 동해개발' 연내 설립

수요 예측 빗나가 11년간 적자 / 최근 환경오염 문제까지 불거져
최정우 회장, 순천공장 매각 지시 / '마그네슘 특화단지' 소성도 무산

출처: 서울경제,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
1VHRUXUPJ7/GX02(2019.04.07)

출처: 강원연합신문,

Http://www.gwunio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658

투자기업의 성공 확신 부족과 산업 생태계가 미흡하여 당초 기대되었던 국가 미래소재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였고,
비교우위인 해양물류 기능의 활용도 미흡

EFEZ 운영 방향이 미래 잠재형에서 실질 성과형으로 변모
- EFEZ는 사업지구(4→3개소)와 면적(8.3㎢→4.33㎢)을 축소
EFEZ 10년, 현재의 성과
지구명

조성비 및 면적

기능 및 성과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 16.5억 원
- 0.147㎢(완료)

- 수소 및 첨단소재·부품 복합산업단지
-㈜
 동서발전 수전해 수소생산, ㈜부길전기, ㈜금강씨엔티(30억 원),
㈜지석ENG(31억 원)-장기임대 확정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 574억 원
- 0.38㎢(완료)

- 첨단 소재부품, R&D, 금속제조업 관련
- 중국 유젠그룹(3천만$), ㈜서원(Ti분말생산)-유치협의
-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 8,269억 원
- 3.80㎢(추진 중)

-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
- 동해이씨티(1지구), 동부건설(2,3지구) 사업자 지정

최근 행·재정 지원 및 프로모션의 주축이 되는 관리청 조직도 축소(2022.1.13.현재)
- 조직축소는 산업의 혁신생태계가 부재한 EFEZ의 단기 행·재정 지원 역량마저 훼손
1청장 2본부 4부 14팀 59명

1청장 1본부 3부 9팀 39명

EFEZ는 성과가 낮아지며 조직이 축소된 가운데, 2024년 이후를 대비하여 경자청과 기초 지자체간 소통확대와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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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의 자성 그리고 보완
큰 의지를 갖고 시작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 무엇이 부족했나?
- 사업성공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의향 판단의 최고 전제로서, ①생산요소환경 ②산업집적 환경 ③인프라환경
④정책환경에 해당되는 23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
- 지정 후 1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EFEZ는 항만 인프라의 비교우위 외에 사업성공을 담보할 만한 여건이
매우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투자 매력이 낮았음
EFEZ의 투자여건 평가
구분

생산요소
환경

요인(순위)

요인의 세부 내용

인력(2)

- 생산인력의 확보
- 전문인력의 확보
- 노사관계의 안정성

토지(8)

- 공장(업무)용 토지의 확보
- 공장(업무)용 토지의 가격

상
중하

금융(7)

- 자금의 조달(절차, 시간)
- 정책자금의 활용

중
중

협력업체 집적(3)

- 공급업체의 집적
- 동종업체의 집적
- 사업지원서비스업체의 집적

하
하
하

시장수요(4)

- 대기업 등 수요업체의 집적
- 지역소비시장의 크기

하
하

물적 인프라(1)

- 항만, 공항,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 물류유통시설과의 접근성
- 유틸리티(용수, 전력, 폐수, 통신) 접근성

지식 인프라(10)

-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의 접근성
- 산학협력 정도

하
하

생활 인프라(9)

- 생활편의시설의 확보
-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하
중

규제개선 정책(5)

- 행정기관의 행정처리 속도
- 기업관련 규제개선 노력 정도

중하
중하

투자 인센티브(6)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인센티브 정도

산업집적
환경

인프라
환경

EFEZ 수준
하
하
-

중하
하
중하

정책 환경
-

참조: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전략의 보완, 산업연구원

지역이 지닌 자체 역량으로는 미흡한 투자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할 방도가 없어 국가정책 흐름을 활용하는 국가 중심의
Top-Down 전략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

서투른 기업 대응 정서, 중단된 「동해안 미래소재 산업 벨트」 구상
- 2013년 POSCO가 옥계 일반산단에서 추진한 마그네슘 제련사업장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열분해
과정에서 부산물인 페놀(Phenol)1)이 유출되었고, 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이슈화되면서 사업 좌초
1) 석
 탄(Coal)을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Pyrolysis)하면 휘발하는 가스(CO + H2), 타르 부산물(Coal Tar), 고체물질(Char Coal)가
생산됨. 타르에 포함된 페놀(C6H5OH)은 “콜가스 응축수”라고도 함

새시대 신정부, 강원 동해안 산업의 대개조를 바란다! l 04

- 당시, 공장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가 부족하였음에도 POSCO는 국가 미래소재 확보 차원에서
옥계 마그네슘, 영월 몰리브덴 등의 생산에 나섰으나, 페놀 문제로 인해 동해안 일원의 미래소재 벨트화 구상을
중단
- 이에 동해안은 석회석 돌로마이트 → 마그네슘 → 티타늄•지르코늄 → 수소 및 소재생산이라는 미래 소재
산업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였고, 현재 세계 마그네슘 시장가격은 2배 폭등하여 국내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
페놀은 석탄 열분해 공정만 개선해도 시정할 수 있었으나, 지역의 정서가 POSCO를 환경훼손 업체로 비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4자 면담(강원도, 강릉시, 경자청 + POSCO)조차 추진하지 못함

보완 1 : 신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앵커기업 중심의 유치 전략
- EFEZ의 투자여건이 크게 불비함에 따라 신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분야로서, 대기업군에 해당되어 자체적으로
지역여건 극복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전략 가동
※ 앵커기업 유형 : 북평-수소생산, 옥계-미래소재 생산, 망상-관광리조트 관련업
기업 규모와 업종유형별 투자결정 고려 요인 선호도

참조: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전략의 수정, 산업연구원

북평, 옥계지구는 제조업 중심이므로, 물적 인프라, 인력, 협력업체 집적요인 개선이 요구되고, 망상은 관광 중심이므로
시장수요, 투자 인센티브, 규제개선이 필요함

보완 2 : 국제협약 의무준수형에 포함되는 기업군의 Top-Down 방식 유치 전략
- 2015년 파리협정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소생산, 집적, 운송 및 이를 활용하는 제조업과 물류운송업 분야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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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업 대개조에 대한 강원도민의 인식
강원 동해안 산업 대개조 주장의 시대적 배경
국가간 거대이익 충돌이 예상되는 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초협력사회2) 구축 필요
- 과거 국가간 갈등은 식량의 무기화를 초래했고, 최근에는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어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지역간
경쟁과 함께 견고한 Supply Chain 구축이 긴요
※ 제철산업 도시인 포항은 해외에서 들여온 철 원석(Iron Ore)에, 동해의 망간(Mn)을 환원제로 하여 세계 최고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강원 동해안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 추이

EFEZ에서의 미래소재 산업생태계 육성

동해안 무역항 인근에 포항의 제철산업 지원, 내륙의 희토류를 응용하는 전자·기계·2차 전지·항공우주 부품업체 공급을
위한 국가 미래소재 특화 산단 육성 필요

넷제로 시대, 수소경제 사회로의 대전환과 수소산업 실증화 사업이 요구됨
- 교토의정서(1997)는 선진국의 CO2 배출량을 1992년 기준 5.2%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파리협정(2015)은
지구 온도상승을 2℃ 이하 유지를 목표로 197개 당사국에 제시
- 전세계는 화석연료에서 수소연료로의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에 직면
강원도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자료 : 강원도)

2) 초협력사회(UltraSociety)는 인간이 외부압력으로부터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내적 협력을 높여 공동체의 크기
(개인→부족→국가)를 키워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학자 Peter Turchin이 도입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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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잉여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생수소 포집, 플라즈마 가열에 석탄
가스화생산,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과 활용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강원도는 임원항의 LNG 개질(SMR) 방식, 동해·삼척의 석탄화력의 부생수소 포집 및 수전해(P2G) 방식, 태백의 플라
즈마 이용 석탄가스화(PSMR)방식의 수소생산을 추진해 왔음
강원도는 수소생산 실증 R&D 그리고 저장·이동에 필요한 용기와 부자재의 생산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관광·레저와 연동되는 수소열차, 수소상용차 부문의 실증화 R&D사업도 병행

지역간 초협력과 수소산업화를 위해 육·해상 인프라를 구축해 온 강원 동해안
- 미래소재 산업 및 수소산업이 국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간 및 물류에 강점이 있는 지역이 우선 고려대상
- 강원 동해안 일원에는 북방항로의 출발점이자, 수도권 물류의 도착점으로서, 국제 무역항(5개)와 연안항
(1개)가 접안 선석을 키워왔고, 국내외 항로를 늘려왔음
- 또한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의 획기적 발전으로 강릉, 동해(2시간 20분 소요)까지
KTX가 운행하며, 평택~삼척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확정적이어서 대표적 북방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

횡축 철도망 확충(안)

강원도의 컨테이너 항로 개설 계획(안)

그간 강원도는 육·해상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현재는 수도권 물류의 종착점이자 해외 해상운송의 출발점으로서의
기능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어, EFEZ가 적정한 수준으로 대개조될 경우, 10% 이상의 GRDP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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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가정책 + Top-Down」형 대개조 주장의 근거
전국 대비 인구 3%, 소득 및 기업 2.5%인 강원도는 공간부정의3) 상태의 결과
- 일반적으로 신흥경제국에서 신정부, 새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경제제도, 산업구조라는 국가정책의 수혜를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외되는 것으로 이해됨
※ 경제개발 5개년 시대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물적 인프라”의 집중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지도의 골격이 되었음
※그
 이후 신정부, 새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중심으로 한 “물적 인프라+국가기관의 편중배치”는 지역간 격차를 넓혀
선진과 낙후로 고착시켜왔음

공간부정의 상황은 특정 지역에 낙후와 소멸이라는 “지역간 격차”를 초래
- 그간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정책의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완화는 더뎠고, 한편으로 심화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
 히 강원도민들은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지역(EFEZ) 지정 후, 많은 기업유치 MOU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안착이
어려웠던 요인이 누적된 공간부정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
2019년 기준 시도별 지역총소득 및 종합소득세 비교

참조: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7호. 국토연구원

강원도민들은 지역의 산업 기초역량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Top-Down형 지역산업 육성전략이 구사되어야만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

3) 공간부정의(Spatial Injustice)는 철학자 Iris Marion Young의 정의론(Justice)과 사상가 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 개념에 도시학자 Edward W. Soja가 공간내 발전기회의 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낙후와 소멸의 원인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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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업의 대개조를 위한 강원도민의 제안
동해안의 산업 대개조를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실천
국가 미래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산 대면 협력에 나서자!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미래소재 수급에 변동이 생기면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이
일상화,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국가 미래소재 확보의 당위성이 높아짐
- 이에 강원도는 옥계의 페놀오염 갈등관리에서 노출된 서투른 기업 대응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단된 「동해안
미래소재 벨트」 구축이 재착수 되도록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함
※ 특히 POSCO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옥계 EFEZ내에 각각 연구시설과 실증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전히 「동해안
미래소재 벨트」 구축의 앵커기업이 될 수 있음
신정부 출범 전, 옥계지구를 비롯한 동해안 일원의 산업지구의 앵커기업과의 4자 면담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친기업
정서와 산업육성 의지 표출

EFEZ, 대한민국 최고의 친기업 환경 조성해야
- 수소산업 관련 신규 유치 예정인 앵커기업 및 협력업체 중에는 수소의 생산방식, 기업 제품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요청이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행정과 제도의 유연성 확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에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장치 필요
※ 기업이 요청할 경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재임대 및 항만 시설의 독점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의 개정 필요(동해안
항만을 이용한 수소저장소 사업 추진 가능)

- 동해안 시군에 규제특구 지정 /입주기업 R&D, 인력조달, 임대아파트 등 종합적 지원
- 동해안 시군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즉시 임대 입주, 자가건물 건축 초기비용 경감
- 경제자유구역과 옥계일반산업단지 중첩지정으로 POSCO의 앵커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인근 지역으로의 확대·추가 지정하는 발판 마련
- 경자법 [2조 8.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활용하여 EFEZ만의 핵심전략산업으로 ① 수소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제안, ② 망상 휴양지구에 외국인(동북3성 러시아) 전용 휴양병원 유치 여건 조성

EFEZ와 맞닿아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EFEZ로 중첩 지정하여 입주예정 기업이 경자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산자부 장관에 의한 선정·고시[법 제7조 7]에 나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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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EFEZ 활성화 방안
EFEZ 일원을 국가 수소 경제 및 산업의 실증지구로 특화
- 동해안 일원에 P2G(수전해), SMR(LNG개질), PSMR(플라즈마 가스화) 등의 수소생산 기법이 실증되고
있어 이를 근간으로 한 국가 수소에너지벨트화가 가능함
- 액화수소는 기온이 영하 252.8℃, 압력이 200bar(이송 트럭) 또는 700bar(저장 탱크)로 유지 되어야 하는 등,
생산과정만큼 이송과 저장에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어 관련 설비 및 기자재 생산업의 집적이 요구됨
강원도의 수소산업 벨트화 개념(자료 : 강원도)

출처: 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5617924632

기술적 난관 해소를 위해 수소생산이 실증되는 동해안 일원에서 관련된 기자재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산업 벨트화가 요구됨

-그
 간 동해안 시군은 지역 입지특성에 맞춰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기업과의 협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왔음
동해시와 삼척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과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방안 논의

동해시 주최 P2G 수소생산 심포지엄(‘22.03.31)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0115180427206

수소 관련 연차별 포럼 그리고 관련 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내의 수소산업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기업유치와
관련 전방산업 유치에 주민 이해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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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Z 일원을 국가 미래소재 생산지구로 특화
- 전자, 반도체, 2차 전지 및 항공우주 기계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제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희소금속이 국가간 갈등상황에서 무기화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희소금속이 특정 부품,
나아가 완제품의 수급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희소금속의 미래소재화가 POSCO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사례가 있고, 마침 POSCO가
강릉시 과학산업단지내 실험실과 옥계 EFEZ 지구내 생산가능 거점을 소유하고 있어 「동해안 미래소재
벨트」 구축이 가능함
지역에 연고가 있는 POSCO의 연구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한 미래소재 생산

우선 국가 중추산업의 후방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소재를 강원도에서 생산하여, 전방산업이 위치한 타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초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

동해안 일원에 저탄소발전 환경 구축 및 CCUS4) 산업 생태계 구축
- 동해안의 강릉 안인, 동해 북평, 삼척 근덕, 원덕에는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화력발전소 6기가 위치하여
지역 탄소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가운데,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량 의무할당으로 불가피하게
저탄소 연료와 혼소(20%)해야 하는 상황임
- 바이오매스, 수소연료 및 암모니아(NH3)5)가 저탄소 혼소연료로 추천되는 가운데, 강원동해안의 발전사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암모니아 혼소 설비를 구축 중임
※ 1945년 벨기에에서 암모니아 버스가 등장한 이후 관련 연료화 기술은 긴 역사와 높은 완성도 그리고 최근 연소공정이
개선되면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4) C
 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량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
5) 암
 모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10bar)에서 액화되기에 저장, 운송이 쉽고, 수소와의 호환성(암모니아→수소 추출, 수소→
암모니아 전환)도 높아 Low-Carbon 에너지에 해당되나 자연발화온도(650℃)와 최소점화 에너지(680mJ)가 높아 연소가
잘 안되어 석탄화력 발전소의 혼소연료로 활용됨

새시대 신정부, 강원 동해안 산업의 대개조를 바란다! l 11

암모니아 분해 가스터빈발전 개념도

저탄소 발전환경에서 동해안 일원 화력발전소가 운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역 항만에 대한 재정사업
추진도 긴요

- 동해안 일원에는 시멘트 산업체의 집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 CCUS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의 적용에 대한 R&D가 수행되고 있음
※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CO2 + NH2의 결합반응을 통하여 포집되면, 후처리 공정을 통해 탄산염계광물(MgCO3;
CaCO3)로 전환하여 매립·저장되거나 산업소재로 활용되어 포름산, 메탄올, 요소, 카보네이트 화물 등의 화학
제품으로 변모
EFEZ 일원의 수소산업 육성 개념

기존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에너지원으로 생산·수입되는 수소, 암모니아의 결합에 의한 산업화는
국내 최초이므로 지역특화형 신산업 벨트로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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