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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the widespread demand for a low-carbon society, the necessity of renewable energy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solutions for the future. In keeping pace with other environmental-friendly technologies, artificial photosynthesis is one of 
the latest technologies that produces chemical fuel and various energy sources without pollution. Because artificial photosynthesis 
uses carbon dioxide to produce chemical fuels, it has been evaluated as a promising core technology that may also provide a solution 
for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artificial photosynthesis with a photoelectrochemical cell was designed and economic analysis on 
carbon monoxide and oxygen production was performed. In addition, a sensitivity evaluation was performed on the change in discount 
rate, benefit, and cost. The results showed that with a 10% efficiency rate and 5% discount rate on an artificial photosynthesis device, 
the artificial photosynthesis device generates 1.414 trillion Won of NPV. Therefore, the artificial photosynthesis device has high 
economic potential. As the efficiency of the device was changed to 10%, 13%, and 15%,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used for the 
reaction increased to as much as 24,309ton, 29,200ton and 36,500ton,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artificial photosynthesis 
device also has a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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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

의 과다한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야기 하였고,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신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 태양에너지는 대표

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며 기술력만 

확보한다면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

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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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개념도([2]의 내용을 재구성)

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력의 

생산만으로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며, 생산 후 저장 및 송배전시 손실 등 다양한 문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

로의 전환이 아닌 지구상 풍부한 이산화탄소를 물과 함께 

활용하여 연료나 화학원료 형태의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

산하는 방법인 인공광합성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인공광

합성은 기존에 배출가스였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

여 인류에게 필요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는 저

탄소사회로 전환하는 현재의 기류와 상응하며 기후변화대

응이라는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1]
 

2.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기술

인공광합성이란 자연계 식물들이 일으키는 에너지 변환 

과정을 모방하여 태양빛, 이산화탄소 및 물을 이용하여 수

소, 탄소 그리고 산소로 구성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

술로 정의된다. 인공광합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화학연료 

및 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

장 효율적이며 생성된 물질의 분리･저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1]
 

이 기술은 태양전지기술 발전과 더불어 효율 향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른 기술들에 비해 상

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술로서 평가되어 최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기술이란,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정공 쌍을 만드는 물질 및 산화, 환원 반응의 촉매 역

할을 하는 물질 등이 전극 형태로 구성되어 전기화학적 원

리에 의해 작동되는 방법을 통칭한다. Fig. 1의 개념도에서 

보듯이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정공 쌍을 생성하기 위해

서는 산화 및 환원전극 중 적어도 하나는 빛을 흡수할 수 있

는 광전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화 및 환원전극 모

두 각각 반응의 과전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매 특성을 지

녀야 한다. 

산화 및 환원 전극에서 생산된 화학종들이 반대 전극의 

반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성물의 분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리막이 필요하다. 태양빛을 받아 물분해 과정

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이온은 환원전극으로 이동하며 수소 

이온이 직접적인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 수소기체가 생성된

다. 그리고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소 이온

과의 경쟁 환원반응을 통해 개미산, 일산화탄소, 메탄, 메

탄올, 에틸렌 등 다양한 화학적 합성물이 생성된다. 어떠한 

물질이 생성되는가는 각각 반응 선택도가 다른 촉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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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각 금속별 이산화탄소 환원 물질표[1]

 촉매금속  주 생성물

 Au, Ag, Zn  일산화탄소

 Pb, Hg, In, Sn, Cd, Ti, Bi  HCOO-

 Pt, Ni, Fe, Ti  H2

 Cu  Hydrocarbon Fig. 2. 경제성분석의 현금흐름도([7]의 내용을 재구성)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촉매를 적용하느냐가 

인공광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전 세계적으로 촉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이산화탄소의 환원반응에 따른 생성물질 및 해당 촉매는 

Table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듯이 첫 번째 그룹에서는 주로 일산화탄

소를 생산해내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HCOO-를 생성한다. 

두 그룹의 이산화탄소 환원과정 모두 비교적 간단한 2전자 

반응으로 금속의 종류에 따라 높은 선택성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세 번째 그룹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환원보다는 수

소생성에 높은 활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리(Cu)는 메

탄, 에틸렌, 에탄올 등 탄화수소를 생성한다. 탄화수소란 

탄소, 산소, 수소 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통

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1]
 

통상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데는 금 촉매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가

격 대비 생성물질의 경제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최

근 연구결과 은(Ag) 나노 입자를 탄소 담지체(카본페이퍼)

에 직접 성장시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고효율 저비용 촉매가 새롭게 개발되었다. 기존 은(Ag) 촉

매의 단점이었던 낮은 효율이 개선되었고, 기존의 장점이

었던 저렴한 가격(금 촉매 가격의 1/65 수준)이 더해졌다. 

특히 은 나노구조화를 통해 기존 금 촉매 성능의 90%이상 

수준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 인공광합성의 주요 촉매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3,4]

    

하지만 인공광합성의 중요성, 가까운 시일 내의 상용화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분석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김봉진,김종욱(2008)은 광생물학적 광합성 방법으로 수

소생산을 하는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명

주기(life cycle)에 기초한 비용 분석방법을 사용해서 수소 

제조가격을 산출하였다.
[5]
 동 연구에서는 수명주기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수소 제조비용을 대리 변수로 하여 광전

기화학적 수소 생산 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6]
 한

편 김봉진,김종욱(2010a)은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수

소 생산시스템 중 Immersing Type의 수소 제조비용을 산

출하였다.

그 외 김봉진,김종욱(2010b)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Window 

Type 광전기화학 수소생산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7]
 세 

논문 모두 아직까지 기존 수소 생산시스템의 경제성과 비

교해서 부족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후 개선점으로 시

스템의 변환효율, 시스템 지속시간 그리고 초기투자비를 

꼽았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일산화탄소의 생산과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순산소를 생산물의 기준으로 설정하

였고, 대용량의 태양광단지 수준의 시스템 단지를 대상으

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3.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경제성평가

본 논문에서는 효율이 개선된 은 촉매를 활용하여 일산

화탄소, 순산소 등을 생성하는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를 가

정한 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

기투자비, 연간판매수입, 연간운영비, 잔존가치, 시스템 수

명, 할인율, 시스템효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아래의 Fig. 2는 경제성분석의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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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인공광합성 디바이스

Fig. 4.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개략도

3.1 경제성분석의 기본 전제

새롭게 디자인 하는 디바이스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1m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 하였다. 태양광 발전 패널과 비

슷한 크기다. 아래 Fig. 3은 실제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모습이며, Fig. 4는 해당 디바이스의 개략도다.

현재 은 나노입자를 활용한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기

술의 목적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데 있다.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순산소가 함께 생성되는 디바이스

형태다. 현재 디바이스 크기 1.5m
2
, 디바이스 효율(태양광

-일산화탄소 전환효율) 10%, 하루 운전시간 3.6시간을 가

정하여 계산했을 때, 일산화탄소는 하루에 212g이 생산되

며, 순산소는 하루에 84.7L가 생산된다. 해당 디바이스의 

구성 요소는 광전극, 산화전극, 환원전극, 분리막, 프레임

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의 재료는 다결정 Si 태양전지 

모듈, 나노구조 스테인레스 스틸, 은 나노입자 / 카본 페이

퍼, 나피온 멤브레인, 폴리카보네이트 프레임으로 구성된

다. 구성 요소와 그 재료에 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각 금속별 이산화탄소 환원 물질표

구성요소 재료

광전극 다결정 Si 태양전지 모듈

산화전극 나노구조 스테인레스 스틸(STS)

환원전극 은 나노입자/카본페이퍼

분리막 나피온 멤브레인

프레임 폴리카보네이트

본 논문에서는 촉매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나노 구조

화 되어있는 STS 및 은 나노입자 전극을 실제 디바이스에

는 적용하지만,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나노구조화 공정 비

용요소는 생략하고 소재에 대한 측면만 고려하였다.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빛을 흡수하여 일산화탄소를 생성

하는 산화-환원 과정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폴리카보네이

트 프레임과 STS304는 기본적인 디바이스의 외각 구성을 

담당하는 지지체 역할을 하며, 은 나노입자는 이산화탄소

를 일산화탄소로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진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 카본페이퍼는 은 나노입자를 고정하는 담지체의 역

할을 하고, 나피온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서로 각자

의 반응이 섞임 없이 잘 일어나도록 분리막 역할을 한다.

앞서 제시한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을 사용하

였다. NPV 방법은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서,  최초의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사업이 끝나는 시

기까지의 연도별 순편익(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의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이 

현재가치로 환산한 매년의 가치를 모두 합한 값이 총 순현

재가치이며 이 값이 ‘0’보다 클 경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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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구성요소별 가격과 필요량 (1대 
기준)

구성요소 필요량 가격

은 나노입자 1.00g $ 4.02

카본페이퍼 1m × 1.5m 1,640,000 원

나피온 1m × 1.5m 1,600,000 원

폴리 카보네이트 프레임 1m × 1.5m 16,500 원

STS304 1m × 1.5m 14,200 원

태양광패널 1개 137,500 원

디바이스 생산 가격 3,412,670원/대

Table 4. 경제성분석 가정

시스템효율 10%, 13%, 15%

할인율 3%, 5%, 7%

경제성분석방법 NPV

사업기간 20년

설비내구년수 20년

디바이스 크기
가로1.5m

세로1.0m

패널설치 수 10,000개

Benefit 일산화탄소, 순산소, 이산화탄소

Cost

1. 디바이스 생성에 필요한 물질요소

2. 시공비용 : 요소투자비용의 15%가정 

3. 운영비용 : 직접투자비용의 1%가정과  

membrane의 교체가격











t : 현금흐름의기간

N : 사업의 전체 기간

r : 할인율

Ct : 시간 t에서의 순현금흐름

Co: 투하자본(투자액)

Ct는 해당 기간에서 발생한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

편익을 나타낸다. 사업의 전체기간(N)동안 할인율(r)을 적

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3.2 분석 자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성요소별 조건은 다음

과 같다. 해당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는, 3.1절에서 설명한대로 은 나노입자 / 카본페

이퍼, STS304, 태양전지 모듈, 폴리카보네이트 프레임, 

나피온 여섯가지다. 아래 Table 3은 1개 디바이스 제작 시 

필요한 각 구성요소별 필요량과 금액을 나타낸다.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도록 태양빛을 흡수하는 태양

광패널은 1m × 1.5m 크기로서 광전극으로는 실리콘 전극

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통

용되고 있는 가격인 137,500원으로 책정하였다. 반응 촉매

로는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촉매인 은 나노입자를 사용하

였다. 원래는 금 촉매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

만, 은 나노 입자를 탄소 담지체에 직접 성장시켜, 이산화

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고효율 저비용 촉매가 새

롭게 개발 되었으므로 해당 기술을 적용 시켰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디바이스 1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은의 양은 1.00g이며
[4]

 가격은 $4.02로 책정하였다. 또한 

은 나노입자의 담지체 역할을 하는 카본페이퍼의 가격은 

1,64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폴리카보네

이트 프레임과 STS304의 경우, 1m × 1.5m의 크기로 제

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요소의 가격은 1개당 

각각 16,500원, 14,200원으로 조사되었다. 

산화-환원 전극 사이에서 각각의 반응을 용이하도록 도

와주는 멤브레인(membrane)은 나피온을 사용하였으며 가

격은 1,6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요소별 가격책정은 모

두 각 요소별 판매사와의 전화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를 요청하여 산정하였다.

아직까지 인공광합성을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3MW 용량의 대용량 태양광발

전단지에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로 대체･설치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즉, 35,000m
2
규모의 유휴부지에 10,000개의 인공광합

성 디바이스를 설치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

비설치비용은 김봉진,김종욱(2008)의 가정을 참고하여 패

널의 10,000개 생산요소 비용의 15%를 가정하였다. 연간

운영비용은 부경진(2006)의 연구에서 가정한 태양광발전단

지 책정비용을 고려하여 10,000개의 생산요소 비용과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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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편익 요소들의 단위 가격 및 생산량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순산소

▪ 감축량 : 

333g/day

▪ 가격 : 

17,000원/ton

▪ 생산량 : 

212g/day

▪ 가격 : 

132만원/ton

▪ 생산량 : 

84.7L/day

▪ 가격 : 

375원/L

Table 6. 편익 및 비용의 산정

사업기간의 총 비용

패널생산비용 설비설치비용 매년운영비용

341억원 51억원 3.3억원/년

사업기간의 총 편익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순산소

2.3천만원/년 10억원/년 1,159억원/년

설치비용을 합한 총 초기투자비용의 1%로 가정하였다.
[8]

 

할인율은 5%를 기준으로 3%와 7%까지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디바이스의 효율도 현재 10%를 기준으로 앞

으로 효율이 개선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13%와 15%일 때의 

변화까지 책정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용량을 기본가정인 10,000개 패널 설치

에서 각각 50%, 30%로 줄인 규모의 NPV분석도 함께 진행

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단지에서의 경제성도 함께 분석하

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편익(Benefit)

으로는 해당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일산화탄소와 순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함시켰다. 기존의 다른 경제성 평

가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배출가스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처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인공광합성 디

바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순

산소를 생산하는 system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탄소감축효

과가 발생하는 또 다른 편익으로 고려하였다.

일산화탄소 판매수익, 순산소 판매수익, 그리고 이산화탄

소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판매 가격의 경우, 일

산화탄소는 132만원/ton
[10]

, 순산소의 가격은 375원/L
[11]

,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은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인 톤당  19,000원을 적용하였다. 단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인공광합성 디바이스의 반응에서만 쓰인 양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기준 효율 10%, 하루 일조시간을 3.6시간 기준으

로 계산 했을 때, 일산화탄소와 순산소는 각각 212g/day, 

84.7L/day가 생산되며, 이를 위해 소비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33g/day로 측정되었다. 편익으로 책정된 요소들의 

가격 및 생산, 소비량에 대한 정보는 Table 5와 같다.

3.3 경제성 분석 결과

현재 기술력인 10% 효율과 5%의 할인율을 적용 했을 

때,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의 경제성분석

을 진행하였다.

10,000개의 패널 생산비용은 약 341억원으로 추산되었

다. 이에 따라 설비설치 비용은 341억의 15%인 약 51억원

으로 가정하였다. 기타 운영비용은 패널생산비용과 설비설

치비용을 합친 직접투자비용의 1%인 약 3억원으로 책정되

었다. 기타 운영비용에는 분리막의 교체비용과 설비의 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총 초기 투자비용은 약 395억원이고, 

매년 발생되는 운영, 유지비용은 약 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3.2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1년간의 편익을 추정

해 보았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의 화폐적 가치는 약 

2.3천만원, 일산화탄소 생산에 따른 수익은 약 10억원 그

리고 순산소 생산에 따른 수익의 크기는 약 1,15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편익은 약 1,16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위에 기술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율 5%로 사업기간 20

년의 경제성의 값을 NPV로 구하면 14,140억원이 도출된

다. 즉, 20년간의 NP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사용하

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출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인공광합성 디바이

스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총 24,309ton으로 

추정되었다.

3.4 민감도분석 결과

인공광합성 일산화탄소 생산 디바이스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주요 요인은 해당 디바이스의 효율성과 할인율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광합성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13%, 15%로 상승하는 조건과 할인율이 3%로 낮아졌을 때 

혹은 7%로 상승했을 때의 조건을 적용하여 NPV값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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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설비용량을 감축했을 때의 NPV변화

민감도변화
(NPV)

할인율

3% 5% 7%

설비

용량

30% 감축 5,086억원 4,241억원 3,588억원

50% 감축 8,476억원 7,068억원 5,979억원

Table 7. 효율변화에 의한 편익의 변화

이산화탄소
감축량

일산화탄소
생산량

순산소
생산량

효율 10% 333g/day 212g/day 84.7L/day

효율 13% 400g/day 276g/day 110.1L/day

효율 15% 500g/day 318g/day 127L/day

Table 8. 민감도 분석 별과

민감도변화
(NPV)

효율

10% 13% 15%

할인률

3% 16,958억원 22,177억원 25,649억원

5% 14,140억원 18,512억원 21,421억원

7% 11,961억원 15,678억원 18,150억원

이산화탄소 감축량 24,309ton 29,200ton 36,500ton

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설비용량을 50%와 30%로 

각각 줄인 소규모로 분석한 NPV값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효율성의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 일산화탄소 

생산량 및 순산소의 생산량 변화는 Table 8에 타나나 있다.

Table 8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실험실 규모의 수준(효율 

10%)에서 할인율이 3%로 낮아진 경우 NPV 값이 약 16,958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할인율이 7%로 올라간 경우에는 약 

11,961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효율성이 

13%로 증가할 경우, 할인율 5%로 분석한 값도 효율성이 

10%일 때보다 약 1,554억원 상승한 약 18,512억원으로 추

정되었다. 반면 효율성이 13%로 상승한 상황에서 할인율이 

3%와 7%로 변화한 경우, 각각 약 22,177억원과 약 15,678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효율성이 15%로 상승한 경우, 할인

율이 3% 일 때의 NPV값은 약 25,649억원으로 추정되었

고, 5%일 때는 21,421억원, 그리고 7%로 상승한 경우에는 

18,15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디바이스의 효율 변화에 따라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의 양도 변화 했다. 기준 효율 10%에서는 24,309ton이 감

축 되었으며, 효율이 13%, 15%로 상승한 이후에는 각각 

29,200ton, 36,500ton 까지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상승

한 것으로 산정 되었다. 

기존의 10,000개 패널을 설치한다는 가정에서 50%와 

30%로 각각 설비용량을 감축했을 때의 npv값은 아래 Table 

9에 정리하였다. 효율은 현재 수준인 10%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설비용량을 30%로 감축하였을 때의 NPV값은 할인율 3%, 

5%, 7% 일 때 각각 5,086억원, 4,241억원, 3,588억원으

로 분석 되었다. 또한 50%로 감축하였을 때의 NPV값은 

8,476억원, 7,068억원, 5,979억원으로 분석 되었다. 비교

적 소규모의 설비용량에서도 NPV값이 양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생산 인공광

합성 디바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

다. 새롭게 은 나노 촉매를 개발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효율별 일산화탄소, 순산소의 생산량과 이산화탄소감축량

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NPV평가 방법에 시장

에서의 가격을 도입해 해당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디자인한 인공광합성 디바이스는 효율10%, 할인

율 5%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14,140억원의 NPV값을 가지

고, 24,309ton의 이산화탄소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산

정되었다. 가장 낙관적인 예상 수치인 효율 15%, 할인율 3%

의 조건에서는 25,649억원의 NPV값을 가지며, 이산화탄

소 감축량은 36,500ton을 나타냈다. 가장 보수적인 조건

인 효율 10%, 할인율 7%에서는 11,961억원의 NPV 값을 

가지며 낙관적인 조건의 시나리오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

지만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조차도 큰 NPV 값을 가

지며,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설비용량을 30%로 감축하였을 때의 NPV값은 할인

율 3%, 5%, 7% 일 때 각각 5,086억원, 4,241억원, 3,588

억원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50%로 감축하였을 때의 NPV

값은 8,476억원, 7,068억원, 5,979억원으로 분석 되었다. 

기존의 설비용량보다 작은 설비용량에서도 경제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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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공광합성의 개발은 주로 수소생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한 전

환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로도 활용 가능한 일산화탄

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투자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나피온을 대체할 수 있는 membrane의 개발과 새로 

개발된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은 나노 촉매의 보급, 그리

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함께 발전해야 인공광합성

의 빠른 보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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