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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원한 신재생에너지

그 중심에선 문화지엔코



가스전문 업체에서 연료전지까지 Go!
㈜ 문화지엔코는 연료전지 설비와 

다수의 가연성 및 독성가스 설비설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앞서가는 

신재생 미래에너지 사업 실현

회사 연혁 연료전지 
설치실적

`69. 08.  문화 가스상사 설립

`78. 01.  ㈜문화 종합설비로 법인 설립

`97. 11.  용인공장 신축 이전(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98. 04.  I.S.O 인증 획득(ISO9001)

`07. 04.  ㈜문화지엔코로 상호변경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10.10.)/철탑 산업훈장(`11.6.)수상, 특허출허 다수, 

면허등록(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기계, 가스, 토공, 전기, 상하수, 무역업 등)

사업 범위
• 미래 에너지 설비 설계 및 시공 : 연료전지(개질기 등), 수소 플랜트 등 

• 가연성 연료가스(LNG, LPG) 설계 및 시공

• 주거/업무/숙박시설, 특수용도시설, LNG Pieline, Govenor & Metering System등

• 산업용 고압가스 설계 및 시공

• 각종 산업시설(전자/반도체 공장, 산업 플랜트, 각종 연구소/시험실)

• 시험실 및 연구소 특수가스(NOx, CO 등) 설계 및 시공

• 가연성/독성가스 경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 LNG, 송유관, 열수송관, 항공유 급유시설 등 플랜트 공사

연료전지 분야 : S-Fuelcell 총판(개질기 생산, 연료전지 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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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회사 주력사업으로 추진중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공사 : 00기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공사 : 00기

융복합 
지원사업 : 00기



연료전지 시스템 원리 및 구성

수소와 (공기중)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유해물질(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원 리

온수를 동시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열효율 50% 전기효율 35% 종합효율 85~90% 이상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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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수소 산소도시가스
전기화학반응

물 H2O

온수전기

Anode Cathode

전기와 열(온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종합효율 90% 이상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구 성

전기

온수

도시가스

열

온수저장탱크

PEMFC

수소

연료처리장치1)

(개질기)

스택2)

전력변환기3)

(인버터)  

열교환기

1) 연료장치(개질기) : 연료(도시가스, LNG 등)를 수소로 변환하는 장치

2) 스택 : 수소와 (공기중)산소를 이용하여 전기 및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3) 전력변환기(인버터) : 스택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서울시 도봉구 OO사우나 10kW 대구 청도 OOO 복지재단 10kW

현재 연료전지의 우수한 기능으로 전기와 열(온수)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대표적으로 수영장, 사우나(목욕탕), 호텔, 공장,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태양-바람-수소연료전지로 한국의 새로운 10년 이끈다” 

[시사워크] ‘수소가 대세’… SK건설, 연료전지 국내생산 본격화

[연합뉴스] ‘수소산업 육성·연료전지 개발촉진’ 수소경제법 제정안 통과

[CEO스코어데일리] 서부발전, 군산본부에 첫 연료전지설비 착공…“에너지전환 정책 부응” 

설치사례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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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는 어느 장소에 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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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PAFC 연료전지 시스템

100kW PAFC 시스템 모델 : 도시가스(LNG) 용, 바이오가스 용, 수소 용

Fuel cell power pack FP-10 0i

※ 도시가스 열량 40.4MJ/Nm3(저위발열량) 기준

연료전지 시스템 제품군

㈜문화지엔코는 S-Fuelcell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건물용 5~10kW급 시스템 및

발전용 100kW급 시스템 등  다양한 연료전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전기/열)

NG5km 5kW / 7.0kW(온수 약 60°C)

NG6Km 6kW / 8.4kW(온수 약 60°C)

NG10K 10kW / 14kW(온수 약 60°C)

사용 가능 연료 도시가스(LNG)

연료 소비량 0.25m/hr/kW

효율 전기효율 35% / 종합효율 85% 이상

운전방식 수자립 시스템, 자동운전, web 기반운전, 부하운전(50, 75, 100%)

크기

NG5km 650 × 1,300 × 1,800 mm

NG6Km 650 × 1,300 × 1,800 mm

NG10K 1,300 × 1,300 × 1,800 mm

전원 220V(단상) / 380V(3상4선식)

시동시간 60min 이내 

5~10kW급 

연료전지 시스템

NG10K

Type 도시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발전용량
전기 100kW 100kW 100kW

열 123kW 99kW 116kW

연료 소비량 22Nm /hr 74Nm /hr 44Nm /hr

효율
전기 40% 46% 38%

물 50% 45% 44%

특징 전자동 운전 / 계통연계, 소음 64dB 이하

크기 5.5m(길이) × 2.2m(폭) ×3.4m(높이)

무게 14톤 13.5톤 14톤

전원 220V(AC) / 삼상 / 60Hz

배출가스 NOx 5ppm이하 SOx 및 먼지 1ppb 이하 NOx 5ppm 이하,

NG5Km / NG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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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햇빛·물·지열·강

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11

개분야를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제도(‘18년 기준) : 신·증·개축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이상)은 에너

지 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 의무화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환경영향 평가(‘18년 기준)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예상 에너지 사용량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의무화 제도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비주거 7% 7% 9% 9% 11% 11% 12% 12%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의 일부를 보조

연료전지 15,380천원/kW, 모니터링 325천원/개소당 보조금 지원(VAT 포함)

예시 : 12kW 설치시 총 사업비: 203,016천원 / 보조금 184,560천원 / 자부담금 18,456천원

※ 국고보조금 금액은 매해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목적 

및 내용

모든 일반건물(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제외)지원대상

지원규모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태

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

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총사업비 : 해당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 

사업목적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2종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

원간 융합사업』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복합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융·복합지원사업

왜 연료전지인가?(설치시 얻는 혜택)

연료전지는 에너지 생산량이 일정하여 계획적인 운전이 가능

태양광이나 지열에 비해 발전 시간(밤, 낮) 및 환경(계절 및 외부온도 변화)의 제약이 없습니다.

발전량 조절(부하변동)이 가능하여 계획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연료전지는 공간 및 설치가 유리하여 계획적 설계가 유용

건물 실내(지하 기계실 등) 설치로 태양광에 비해 외부 미관에 영향이 없으며 기존건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열과 같이 설치 가능 지역을 선별하고 차후 지중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전지는 7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여 공사기간 감축 및 인원, 장비 사용 비용절감이 됩니다.

연료전지의 설치 면적 및 설치 규모의 이득

신재생에너지원 중 동일 생산량 기준 설치면적이 최소이며 시공이 간단합니다.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로 인해 설치단가는 태양광 / 지열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전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일반용, 산업용 일반고객에게만)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kWh)에 대하여 전년도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 평균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의 50% 할인 

도시가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메가줄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인하)

※ 메가줄 : 열량단위의 하나(가구당 도시가스 월 사용량은 약2,000메가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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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Q&A

수소는 위험한가?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수소는 LPG 및 LNG보다 안전합니다.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중에 가장 가볍기 때문에 방출되는 즉시 대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10kW 기준)24시간 돌렸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은?

10k : 2.5 (Nm3) * 24 = 60(Nm3)

(10kW 기준)24시간 돌렸을 경우 온수 생산량은?

10K : 300L/h * 24 = 7,200L

(10kW 기준)24시간 돌렸을 경우 전기 생산량은?

10k/h * 24 = 240kw

온수 절감은 어떻게?

연료전지 가동을 통해 발생된 열 제공(온수 60도, 2.4톤/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