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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002 ~ 2005

국내 최초  연료전지
전문기업 CETI 설립

국내 최초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스택 개발

·

·

2016201520142011 201320112010200920072003

국내 최초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

· 사명 변경
CETI → GS Fuelcell

국내 최초  5kW급 수소
발전 시스템(SPM) 개발

· 국내 최초  서울 소재 
아파트에 연료전지 
설치 / 운전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 
주관 기업 선정

·

·

·

·

S-Fuelcell·

·

· ·

·

2017

·국내 최초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field test 진행

·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형 모델 출시

·

 

S-Fuelcell 은 1989년부터 국내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2001년 11월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전문 회사를 시작으로 

연료전지 스택, 연료변환기, 시스템 통합설계 등 연료전지 

핵심분야에 대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관련 국책과제 및 실증과제를 다수 수행하

였으며,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및 수소발전 시

스템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기술의 

연료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연혁 Hi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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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3 2014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검사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 S-Fuelcell 설립

국내 최초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설비인증 획득
(한국에너지공단)

·

·

국내 최초 5kW급 
건물용 LPG 연료전지 
시스템 검사, 설비 
인증 획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 모듈형 6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출시

국내최초 KS인증 획득
(한국에너지공단)

·

·

2019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일반판매

·

세계최초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5kW)

·

세계최초 IGFC
실증운전 성공
수소발전(50kW)

·
국내최초 PG10K
3상 KS인증 획득
(한국에너지공단)

·

모듈형 1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출시

·



안정성 순서 1>2>3>4, 총 15개 항목평가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미국화학공학회 DIPPR

출처-수소의 동위원소들 :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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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안전한가?

Free Energy Planet

수소에너지 Supply Chain 

고압가스 수소

액화 수소

메탄화방식

화석연료

공장 부산물

신재생에너지 기타

수송용

건물, 발전용

수소폭탄은 수소 원자의 핵융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핵융합에는 원자폭탄 정도의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수소는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가볍기 때문에 방출되는 즉시 대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LNG, LPG, 
가솔린 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연료전지 연료로 사용 수소 폭탄에 사용(1억℃의 온도에서 가능)

수소는 도시가스(LNG), LPG, 가솔린 보다 안전 합니다.

수소에너지는? H2
재순환이 가능하여 고갈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합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H2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Clean

다른 연료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 납니다.
Stability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이용저장·운송생산
수소에너지

강점

•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생산 •액화 및 압축을 통해 고압탱크에 저장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

• 타 에너지원과 달리 산업용, 수송용 등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응용 가능 

[연료별 상대적 위험도 평가]

상대적 위험도

1

자연발화 온도

연료 특성

불꽃 온도

연소 속도

1

1

3

4

합계 32

수소

1.22

상대적 위험도

자연발화 온도

연료 특성

불꽃 온도

연소 속도

3

3

2

2

합계 39

LPG

1.44

상대적 위험도

자연발화 온도

연료 특성

불꽃 온도

연소 속도

4

4

4

1

합계 42

가솔린

1.03

상대적 위험도

자연발화 온도

연료 특성

불꽃 온도

연소 속도

2

2

1

3

합계 33

도시가스(LNG)

양성자 전자 중성자- N

수소

 H 1

 1

vs- -N -

중수소

 H 2

 1

삼중수소

 H3

 1

N

N

수소(H2)는 안전한

에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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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원리 및 시스템 구성

연료전지 도입효과

H2

O2

1. 수소추출기(개질기) | 연료(LNG,LPG 등)를 수소로 변환하는 장치

2. 스택 | 수소와 (공기 중)산소를 이용하여 전기 및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3. 전력변환기(인버터) | 스택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종합 효율 85% 이상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

수소와 (공기 중)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유해물질(SOx, NOx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연료전지란?

고효율
•1차 에너지소비량 31% 절감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 가장 고효율

1차 에너지소비량 (MU)

화력발전+상용보일러

연료전지 시스템 -31% 절감

15.9MU

10.9MU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절감

•1kWh당 2톤(연간)의 CO  저감

CO2배출량(g-CO 2)

화력발전+상용보일러

연료전지 시스템 -45% 절감

1,002g CO

2

2

555g CO2

연료전지는 고효율/친환경성의 장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타 에너지원 대비 약 31%의 1차 에너지 감소효과와 
약 45%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가집니다.

H2

O2

307.6MW

1.5GW
(1GW)

15GW
(8GW)(  ) :내수

[발전용 연료전지]

2019 2022 2040 2019 2022 2040

7MW

50MW

2.1GW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대한민국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수소 활성화 정책

발전용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목표(누적)

2019년~2040년까지의 수소산업의 밸류체인별 목표를 정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추진중.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수소경제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

2040년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수소 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대한민국 정부)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 제정

2020.02 2021.022019.012005 2018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

수소 밸류체인
육성방향 발표

수소경제법 
시행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기반 완비

수소이용 비약적 확대
대규모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해외 수소 생산 및 수전해 본격화
탄소프리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수소경제

준비기
수소경제

확산기
수소경제

선도기

`40`18 `22 `30

수소추출기
(개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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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시스템 설치

유틸리티 공간 및 유지보수 Point  최소화
최대 5모듈 연결 가능
A/S공간 전/후 만 확보 필요

서울드레곤시티 시스템 설치 현장 / 146kW /  2016년        

a

3b

5~10kW급 연료전지 시스템

NG5Km ~ NG10K/PG10K

70% 공간 절약!!a

b

[분리형]

[모듈형]

발전용량(전기/열) NG5Km   5kW / 7.0kW(온수 약 60℃)

NG6Km   6kW / 8.4kW(온수 약 60℃)

NG10K/PG10K   10kW / 14kW(온수 약 60℃)

NG5Km

NG6Km

NG10K/PG10K   

    650 X 1,300 X 1,800 mm

    650 X 1,300 X 1,800 mm

1,320 X 1,300 X 1,800 mm

사용 가능 연료

연료 소비량

효율(LHV) 전기효율 35% / 종합효율 85% 이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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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220V(단상) / 380V(삼상)

시동시간

적용분야

60min 이내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건물

3 3

도시가스 (LNG) / LPG

0.25m /hr/kW (LNG) / 0.13m /hr/kW (LPG)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품군 (모듈형 시스템)



  1,200 x 650 x 1,400 mm(열저장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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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50K

HG1K~HG50K
발전용량(전기/열) 1~50kW / 0.7~35kW (온수 약 60℃)

사용 가능 연료 수소 (H2)

연료 소비량 0.75m3/hr/kW

크기 용량에 따라 상이

효율(LHV) 전기효율 50% 이상 / 종합효율 85% 이상

적용분야 수소발전, 수소스테이션, 상업용 건물의 보조전원 및 비상용 발전장치

특징 빠른 기동시간(3분 이내), 저소음(45dB 이하), SOx, NOx, CO 무 배출

1~50kW 수소 발전 시스템 

배터리_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1kW급 초소형 연료전지 시스템

하나은행 본점 설치 현장 / 85kW / 2015년        

신제품 및 Custom order 

  1kW  / 1.4kW (온수 약 60℃)

 정격 5kW  / 7.0kW (온수 약 60℃)

■ (연료전지 출력) 3.5kW / 5kW(기저부하 대응)
■ (배터리 용량) 9kWh
 

NG1K~NG5K / PG1K~PG5K

크기

특징

전원

발전용량(전기/열) NG1K/PG1K   1kW  / 1.4kW (온수 약 60℃)

NG5K/PG5K  5kW  / 7.0kW (온수 약 60℃)

사용 가능 연료

연료 소비량

도시가스 (LNG) / LPG

3 30.25m /hr/kW (LNG) / 0.13m /hr/kW (LPG)

효율(LHV) 전기효율 35% 이상 / 종합효율 85% 이상

NG1K/PG1K   600 x 600 x 1,600 mm

NG5K/PG5K   1,850 x 650 x 1,400 mm

적용분야 상가, 빌딩, 오피스텔 및 일반가정 등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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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V(단상)

시동시간 60min 이내

1~5kW급 연료전지 시스템

크기

특징

전원

NG1K/ PG1K
발전용량(전기/열)

사용 가능 연료 도시가스 (LNG) / LPG

연료 소비량 0.25m3 /hr/kW (LNG) / 0.13m3 /hr/kW (LPG)

효율(LHV) 전기효율 35% 이상 / 종합효율 85% 이상

  500 x 600 x 1,500 mm

적용분야 상가, 빌딩, 오피스텔 및 일반가정 등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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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V(단상)

시동시간 60min 이내

2020 new

크기

특징

전원

NG5K
발전용량(전기/열)

사용 가능 연료 도시가스 (LNG) / LPG

연료 소비량 0.25m3 /hr/kW (LNG) / 0.13m3 /hr/kW (LPG)

효율(LHV) 전기효율 35% 이상 / 종합효율 85% 이상

적용분야 상업용 건물의 보조전원 및 비상용 발전장치

■ 계통독립형 운전 / SOC(배터리 충전율)추종운전

■ 자동운전 / Web-based 운전감시 기능

■ 상업건물 및 병원, 호텔 등 설치 가능

■ 순간 피크부하 7kW(전기) 대응

220V(단상)

시동시간 60min 이내

Custom order

Custom order

(제품외관은 상기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품군 (분리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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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가스 적용 시 최대의 전기효율(48%) 달성 가능 

· CO2  등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의 배출 없음

· 온수예열에 적용

· 높은 에너지 저감효과

전기전기

축열조(급탕)온수

전기전기

축열조(급탕)온수

전기전기

축열조(급탕)
하수처리장

온수

가스
GAS

도시가스

i

부생수소 발전공장

개인발전사업 (병원/사우나/스포츠센터/호텔)

하수처리장

· BIO 가스를 이용한 연속운전, 
    온수는 슬러지 탱크의 가열에 이용

·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효율 이용 가능
iB

GAS

가스탱크슬러지탱크 전처리

바이오가스

개인발전사업 / 800kW / 2017년~2019년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품군

FP-100i FP-100iH FP-100iB

발전용량(전기/열)
100kW / 123kW

(온수 약 60℃)

사용 가능 연료 도시가스 (LNG)

연료 소비량 22m3/hr

* 도시가스용 한국기준 25m3/hr

효율(LHV)
전기효율 42%

/ 종합효율 91% 이상

100kW / 99kW

(온수 약 60℃)

수소 (H 2)

74m3/hr

전기효율 48%

/ 종합효율 93% 이상

100kW / 116kW

(온수 약 60℃)

바이오가스

44m 3/hr

전기효율 40%

/ 종합효율 84% 이상

크기

무게

특징

전원 210V 또는 220V / 삼상 / 50Hz 또는 60Hz

14 ton 13.5 ton 14 ton

배출가스
NOx 5ppm 이하,

SOx 및 dust 1ppb 이하

NOx, SOx, dust 

무배출

NOx 5ppm 이하,

SOx 및 dust 1ppb 이하

전자동운전/계통연계, 소음 65dB 이하

5.5m(길이) x 2.2m(폭) x 3.4m(높이)

1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 예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사례

iH
부생수소

제철/정유/화학공장

국내 100kW급 발전용 시스템 17대 설치 운영 중

1. 기업연수원 / 100kW / 2018년                2. 개인발전사업 / 800kW / 2017년~2019년           3. 사우나 / 100kW / 2018년
4. 제철소(수소) / 일본 / 2010년                 5. 하수처리장(바이오가스) / 일본 / 2002년   

1 5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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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퓨얼셀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6 유투오코리아빌딩 3층  

070-4613-4900

    주 소

sales@s-fuelcell.com

S-Fuelcell

S-Energy

S-Power

에스에너지 공장

대전시 유성구 갑천로 260 (탑립동 837번지)

042-717-7100

042-717-7199

주    소
T  E  L
F  A  X

에스에너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삼평동, 미래에셋타워 3층)     소주

070-4339-7100 070-4339-7199 inquiry@s-energy.comT  E  L F  A  X E - m a i l

inquiry@s-energy.comE - m a i l

T  E  L F  A  X E - m a i l

주

070-4339-7100T  E  L 070-4339-7199F  A  X inquiry@s-energy.comE - m a i l

에스에너지 일본법인 본사 

S-Energy Japan (S-Energy Japan Co., Ltd.)

8F, MJ Abeno Bldg., 1-5-1, Maruyama-dori, Abeono-ku, 
Osaka-shi, Osaka, Japan

T  E  L
F  A  X
E - m a i l

+81-6-4703-5388

+81-6-4703-5387

sales_jp@s-energy.com 

에스에너지 미국법인 본사 

S-Energy America (S-Energy America, Inc.)

18022 Cowan, Suite 260, Irvine, CA 92614, U.S.A.

T  E  L
F  A  X

+1-949-281-7897

+1-949-281-7893

E - m a i l sales.us@s-energy.com

에스에너지 칠레법인 본사 

S-Energy Chile (S-Energy Chile SpA)

Av. Cerro El Plomo N˚5420, Office402, Las Condes,
Santiago, Chile

T  E  L
E - m a i l

+56-22-604-8111

sales.cl@s-energy.com

에스파워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삼평동, 미래에셋타워 3층)     소

주

070-4339-7100T  E  L 070-4339-7199F  A  X inquiry@s-energy.comE - m a i l

에스이엔씨 본사

대전시 유성구 갑천로 260 (탑립동 837번지) 3F    소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사례 

1. 롯데캐슬아파트 / 100kW / 2017년                                    2. 서울드래곤시티 / 146kW / 2016년                               3. 을지트윈타워 / 48kW / 2019년 
4. 하나은행 본점 / 85kW / 2015년                                       5. 경북도청 신청사 / 60kW / 2014년                                6. 마제스타시티 / 50kW / 2015년         
7.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 17kW / 2018년                     8. 제주드림타워 / 120kW / 2019년                                   9. 지스퀘어 / 180kW / 2020년 

4

7

5 6

21

소재지

8 9

3

070-4613-4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