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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기업 소개

1964.   극동정유 설립

1965.   부산 정유공장 완공 (3,000 BPSD)

1989.   대산 정유공장 완공 (110,000 BPSD)

1999.   IPIC와 합병

2002.   회사명 “현대오일뱅크”로 변경

2010.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

2011.   #2 HOU(고도화설비) 프로젝트 완료, 중앙기술연구원 개원

2012. 현대쉘베이스오일 설립, #2 BTX 프로젝트 완료

2014. 현대케미컬 설립, #9 FBC boiler 완공

2017. HOC 카본블랙 공장 설립 및 1천만 인시 달성

2018. 상압증류공정 용량 증대 (하루 52만 배럴), SDA/MHC 상업 가동

2021. HPC 공장 상업 운전 (연산 에틸렌 91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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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기업 소개

한국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매립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인근사와 협력

-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위치한 인근사와

수소, 스팀 등의 유틸리티와

- 납사, 라피네이트, PFO 등의 부산물 거래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개요

15,518,863 75%

2,150,665 10%

1,135,926 6%

1,801,164 9%

20,606,618

▪ 사업부문별 매출액

▪ 국내 시장점유율 (%)

(‘21년 12월 기준)

▪ 주유소 수 2,35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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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억 7,960만톤을 배출하였고, 정부는 CCU 기술

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연 630만톤, 2050까지 연 2,520만톤 감축 계획 발표함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NDC 감축 목표

*출처: 환경부 2021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소개 및 달성을 위한
CCUS 
전략로드맵(안, ‘22.02., 과기정통부) 발표

→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소개 (2030년 & 2050
년)

→ CCS 기술을 통해 ‘30년 400만톤, ‘50년 6,000만톤 감
축 목표

→ CCU 기술을 통해 ‘30년 630만톤, ‘50년 2,520만톤
감축 목표

*출처: CCUS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22. 2. 과학기술
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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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산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국내 약 10만개 산업체 중 정유 4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천2백 만톤으로

산업별 배출량 3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

대산
732 만

톤

2,171 

6,552 

7,139 

8,793 

13,103 

21,647 

24,159 

34,248 

67,447 

131,695 

섬유제품업

자동차제조업

음식료업

펄프, 종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전자장비제조업

정유

화학

제1차금속산업

정유산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

*출처: KOSIS 통계 현황 (2020), 단위 천톤CO2eq., 정유: 정유업 298개 기업 배출 현
황

여수
823 만

톤

울산
1,647 만

톤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정보공개자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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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구
분야

달성
전략

친환경
탄소중립

화이트
바이오

수소에너지

바이오 유래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개발
/경제성 우수 기술 개발

수소 생산·이송
/연료전지 소재

특수
제품

특수제품 사업화를 위한
전방위적 검토

핵심
과제

1. 바이오 연료유 생산
기술 개발

2. 생분해성 플라스틱
3. 바이오 케미칼

1. 친환경 건축소재
2. 폐플라스틱 열분해
3. CCUS

1. 연료전지 분리막
2. 전해질막(PEM) 개발
3. NH3 개질 촉매 개발

1. 고부가 특수제품
2. 정유 촉매
3. 자동차 경량 소재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현대오일뱅크 ESG 비전 달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4대 연구분야의 핵심 과제 선정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기술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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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친환경 건축소재 기술 개발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보일러 배출 CO2를 활용하여

건축소재인 그린시움 및 제지/고무/플라스틱 채움재인 고순도 탄산칼슘 제조 기술 개발함

보일러

펫코크

석회석

CO2

스팀

탈황석
고

CCU

① 그린시
움

② 고순도 탄산칼
슘

친환경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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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친환경 건축소재 사업 기대 효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해외 자원 수입 대체 효
과

국내 기술 해외 수출 효
과

수익 향상 효과

① HDO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

→ 10 만톤 감축

② 기존 건설소재 대체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 26 만톤 감축

③ 기존 탄산칼슘 대체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 17 만톤 감축

총 온실가스 53 만톤 저감 무수석고 30 만톤 수입 대체

구분 그린시움 사업 탄산칼슘 사업

제품 생산량 그린시움 29 만톤
탄산칼슘 17 만톤
무수석고 15 만톤

CO2 감축량 3 만톤 7 만톤

투자비 284 억원 554 억원

매출액 59 억원 649 억원

영업이익 18 억원 279 억원

CCU

기술 패키지

국내 기업

해외 기업

HDO 개발 기술 라이센싱 통해 기술 수출

• 해외 제철소

• 해외 발전사

친환경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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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개발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유일 열분해 공정(DCU, Delayed Coker Unit)을 보유한 정유사로서

현재 운영중인 설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성 및 최종 유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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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개발 기대 효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플라스틱 순환 효과

지역내 폐플라스틱 처리 수익 향상 효과

1. 온실가스 감축

→ 기사에 따르면1t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 소

각 대비

2.7t CO2 감축

→ 11만톤 열분해 시 약 30만톤 감축 가능

→ 폐플라스틱 열분해 CO2 감축 인증 추진

총 온실가스 30 만톤 저감 예상

1. 플라스틱 순환 효과

→ HDC에서 플라스틱 생산

→ DCU 열분해를 통해 플라스틱 제조부터 처리까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106Y

1. 충남도 내 폐플라스틱 처리 효과

→ 폐플라스틱 수급 관련 내부 조사중

→ 충남도 내 폐플라스틱 처리 가능 예상

→ 지자체와 협의 필요

지역 폐플라스틱 활용

협의

구분 폐플라스틱 열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량 약 11만톤

CO2 감축량 30 만톤

투자비 700 억원

매출액 1012 억원

영업이익 198 억원

친환경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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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수소에너지 소재 기술 개발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수소 에너지 소재 사업을 통해

탄소 제로의 수소 경제 활성화

분리막/전해질막 개발을 통한
수전해 및 연료전지 소재 사업 추진

그레이수
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H2

연료전지
전해질막

CO2 H2 CO2 H2 수전해
전해질막

H2

CCUS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생산
방식의 단계적 변화

수소 생산 수소 활용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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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수소에너지 소재 기술 개발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수소 에너지 소재 사업을 통해

탄소 제로의 수소 경제 활성화

소재-공정 개요 및 추진 계
획

전해질 (이오노머)
(수소이온전달고분자)

분리막 원단
(과불소계고분자)

함침 -강화막 양면 전해질 코팅

-Lab R&D 투자中연신 -종/횡방향 연신으로 기공성 부여

▶분리막(ePTFE1) 소재)

- 전해질막의 강화층으로 사용
- 기공성으로 필터 소재로 사용

▶전해질막
- 연료전지/수전해용 이온전달 소재
- 5~200㎛ 두께로 용도별 제작

분리막 전해질막 수소 에너지 핵심 소재 확보

• 생산 설비 구축 완료
• 전해질막용 분리막 생산
• 분리막 사업 다각화

• 수소연료전지용 전해질막 생산
• 수전해용 전해질막 설계
• 생산 설비 구축 추진 중

• 수전해용 전해질막 생산

1) ePTFE :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 연신 사불소화에틸렌고분자

수소에너지



17

현대오일뱅크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해외로부터 도입 예정인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수소 공급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Energy equivalent (에너지 등가) : 1 kg 수소 ~ 2.8 kg (1 gallon) 휘발유

2.8 kg 휘발유 연소 시 CO2 발생량 = 9.1 kg
(출처 : https://www.forbes.com/sites/rrapier/2020/06/06/estimating-the-carbon-footprint-of-hydrogen-production/?sh=1ec367a424bd)

그린 & 블루 암모니아
도입

암모니아 분해 촉매
공정

수소 활용

발전용 or
제품 생산 활용

수소 충전소

수소 혼소 선박출처 : J. Korean Soc. Combust. 26(1) (2021) 59-83

NH3 : 암모니아
NH2 및 NH : 중간 생성물
N2 : 질소
H2 : 수소
M : 금속 (metal)

ASU : 
Air Separation Unit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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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고활성 촉매를 개발했으며,

특히, 정유 공정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촉매 제품군도 개발완료

촉매
온도에 따른 암모니아 전환율 (%)

비고
350 oC 400 oC 450 oC 500 oC

부분 분해 촉매 – 1a) n.d. 33 64 89

부분 분해 촉매 – 2a) n.d. 72 89 96 공정 폐기물 활용 촉매

완전 분해 촉매 – 1a) n.d. 55 93 ~ 100 공정 폐기물 활용 촉매

완전 분해 촉매 – 2a) n.d. 87 96 98 공정 폐기물 활용 촉매

완전 분해 촉매 – 3a) 95 ~ 100 ~ 100 ~ 100

완전 분해 촉매 – 4b) n.d. 69 93 ~ 100

완전 분해 촉매 – 5b) n.d. 78 ~ 100 ~ 100

■ a) 운전 조건 : 5% NH3/He, GHSV = 1,500 mL/gcat/h, 상압

■ b) 운전 조건 : 100% NH3, GHSV = 6,000 mL/gcat/h, 상압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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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바이오중유 기술 개발

바이오중유 사업 개요

폐식용유 팜 폐유

동물성지방 바이오디젤 부
산물

바이오중유

기존 벙커C유 이용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 감소량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39%, 미세먼지 28%

원료의 생장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85% 배출 감소 효과1

현대오일뱅크는 폐식용유, 팜 폐유 등의 非식용 바이오 유래

오일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 예정이며,

해당 원료들과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중유 생산 사업 검토중

1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 및 성능 평가 특성 연구>, 한국유화학회지 (2015)

전처리 및 혼합

화이트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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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바이오중유 기술 개발 기대 효과

발전 부문 선박 부문

• 현재 RPS1 제도에 의해 국내 발전사에서 널리 이용중

• 바이오중유 연소로 인한 CO2 배출은 국가 통계에서 제외

→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국내 사용량 연간 약 50만 kL

이로 인하여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통한

현대오일뱅크 발전용 액체연료 사용량 연간 약 90만 kL

전량 바이유중유로 대체 시

CO2 배출 2400만 톤 저감 효과

• 2020년부터 원양 선박유 내 황 함량 기준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의무화

→ 바이오중유의 황 함량은 0.05% 미만

• 2050년부터 선사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8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 의무화

→ 바이오중유 사용시 연료의 원료 생장에 이용된

이산화탄소로 인한 탄소 감축 효과 인정

• ’25년 이후 석유관리원 주체 품질기준 제정 과제 종료

후 선박용 바이오중유 사용 허용 예정

국내 선박용 중유 사용량 연간 약 900만 kL3

전량 바이오중유로 대체 시

1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

2 2017년 기준, <바이오중유발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사회적 편익>, 신재생에너지 (2019) 3 한국석유공사 통계 참고

CO2 배출 134만 톤 저감 효과

사회적 편익 946억 원 효과2

CO2 배출 241만 톤 저감 효과

화이트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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