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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해지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에너지 선도자들은 재생에너

지를 공급원으로 하는 그린 수소를 에너지 생태계에 통합해 여러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

속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앞두고 그린 수소의 도입으

로 창출되는 기회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또한 수소경제의 규모를 확대할 지렛대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소경제 인사이트

2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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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 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

소경제를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그린 수소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지렛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야 할 일은 우선 국가 차원의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관 통합 그린 수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린 

수소 도입을 가속화할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적절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통해 그린 수

소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부

문별로 의무화하거나, 가스망에 수소 10~15% 혼합을 

허용하거나, 전용 수소 파이프라인을 신설하거나, 최종

사용 시장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전해조 생산 및 관련 시스템 생

산을 현지화하는 정책 도입을 가속화해 공급망 리스크

를 완화할 수 있다.

도로 운송 부문의 경우 정부 개입과 민관 파트너십

이 더욱 절실하다.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면 재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시

장이나 정부, 어느 한 쪽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그린 수소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 탄소가격제를 도입해 수소로의 전환을 앞당

길 수 있다. 비용을 낮추고 기술 도입의 장벽을 제거하

기 위해 표준 및 안전 프로토콜의 수립과 통일도 시급

하다.

결론적으로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연구개발(R&D) 

및 시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 마련은 정

부 자금지원과 민관 파트너십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

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기술 및 네트워크 혁신과 

비용 감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수소경제의 시기를 앞당

길 수 있다.

1장     수요

INDEX

2장    공급

3장    분배

4장    정책

5장    기업

과제 및 방향

부록1  각국 수소 모멘텀

부록2  미국 로드맵

부록3  유럽 인프라&펀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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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믹스, CO2 저감 노력 속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서문

글로벌 탈(脫)탄소

EJ/년

공급원 기준 글로벌 1차 에너지 총규모

글로벌 순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파리협정 실행

CO2 배출량 
(Gt CO2 EQ )

재생에너지

화석원료

2070년 순(純)배출 제로(Net Zero)

2070년 순(純)배출 제로(Net Zero)

BAU

참조: EJ(엑사줄e, 에너지 소비단위) *1EJ=1E18줄
출처: ‘딜로이트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Deloitte Future of Energy Scenarios), ‘셸 스카이 1.5 시나리오’(Shell Sky 1.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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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탄소화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는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역학과 사회적 대
응에 달려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중대한 불확실성이 에너지 미
래의 시나리오를 지배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 

딜로이트는 2020년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각각 현실 가능성 높은 다음의 4가지 에너지 시나리오는 리더들의 단기적 결

정과 행동에 도움이 되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제자리에, 준비, 혁신으로 출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실패함으

로써 민간 산업이 탄소 저감을 위한 혁신 주도자 역할

을 맡게 된다. 각국 정부 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
생에너지 기술의 규모를 키우는 일에 장애물이 산재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기업에 달려 있다.

자급자족, 각자도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무역 장벽이 생기고 지식과 기
술의 이동이 가로막힌다. 각국 정부는 값 싼 안정적 에
너지원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혁신은 현지에서 에너지

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며, 재생에너지나 탄
화수소 중 현지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기후

변화 대응은 수동적 형태의 각개전투가 돼 글로벌 탄
소 저감보다는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력하게 된다.

하나의 팀, 공동의 꿈

소비자 행위가 선호하는 방향이 건강, 환경, 경제, 사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성원 전체에 유익한 쪽으로 급
변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 협력 분위기가 촉발되면

서 저탄소 기술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늘고 신속한 탈
탄소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도 강해진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한다.

선제적

수동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 글로벌 역학

단독 및 지역 경제 개방된 공동 세계 경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에너지 효율성, 가성비, 접근성이 소비자 행동을 주도

하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재생에너지와 탄화수소가 동
시에 확산된다. 그리고 세계 강국들은 대다수의 자산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단기적 경제성장 우선순위를 공유한다. 이러한 상
황에서 첨단 기술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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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스템의 전기화 목표를 향한 10년에 걸친 투자로 태
양광과 풍력은 명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에너지 믹
스에서 전기의 비중이 증대했다.

에너지 믹스의 전기화

태양광 발전 및 풍력 전기화 비용

400

300

200

100

0
2010년

2010 2020 2030년 이후

2015년 2020년
2025년

이후
2030년

이후

태양광 발전 전기화

   2010~2019년 1조 3,000억 달러 투자

   2010~2030년 비용 88% 감소 예상

LCOE(US$/MWh)

풍력 전기화

   2010~2019년 1조 달러 투자  
   2010~2030년 비용 69% 감소 전망

가스

석탄

에너지원별 총 수요량(EJ/년)

353

82%

18%

403

79%

21%

연료

전기

444

73%

27%

참조: LCOE=균등화 발전 원가=자산 생애 주기에 걸친 메가와트시당 평균 비용
*1EJ(엑사줄)=1E18줄
출처: 블룸버그NEF, 셸 스카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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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화에는 한계가 있어 수소가 탈탄소 에너지 사용의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다.

파리로 가는 길-탈탄소 대안 우선수위

탈탄소 대안 한계

에너지 감축 및 효율성 개선
에너지 사용 감축

행태적

전기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물리적

지속 가능 연료
에너지 운반체로 녹색분자 사용

경제적

수소

전기화의 물리적 한계

고온에 도달하기 위한 연소성 필요

저장 과정 전반에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필요

모빌리티 부문 응용 시 높은 에너지 밀도 필요

산업 공정에서 공급 원료 필요

바이오 연료

-

탄소 포집   저장
대기 중 CO2 배출 억제

사회적

탄소 배출 상쇄
여타 부문에서 배출 억제

생태적

참조: ‘파리로 가는 길’(Path to Paris)은 21세기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협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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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중 약 20~50%는 물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전기화가 불가능하다

2050년까지 에너지 전기화 가능성
(2018년 소비량 대비 백분율 기준, EJ; DE, NL, BE)

NortH2(북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출처: ‘딜로이트 에너지 시스템 모델’ (Eurostat Energy Balances June 2020[DE, NL, BE], OECD, Shell Sky, IEA SDS, Zsiboracs et al., 
Electronics 8, 2019; EEA 등 인용)

전기화 되지 않음

122

높음:
~80%

단열이 허술한 건물은 
전력 히트펌프에 적합성
이 떨어진다.

중앙난방 시스템은 도시 
지역에서 더욱 경제적
이다.

전기화 한계

2018년 에너지 소비 구축 환경 산업 운송

고온 난방은 전기화 실현
이 매우 어렵다.

신 에너지원으로 공정
을 재설계하는 데 비용
이 든다.

킬로그램 및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
(운송 및 항공)

개발 시간(항공)

낮음:
~50%

4.8

~1.2

~1.9

~70%

~70%

~1.2

~60%~40%

~60%

~90%
4.3

3.1
전기화 될 수 있음

이미 전기화됨

전기화 될 

가능성 높음

최대 4.3EJ는 
전기화될 

가능성 없음

에너지 수요 중 

20%~50%는

전기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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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가능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이제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왜 지금인가?

실현 기술의 등장

각국 정부 추진력 강화

재생에너지 전력이 상업화되며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돼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사례가 늘어, 에너지 저

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해조 비용이 태양광 발전 및 풍력 터빈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지역의 경우 전력망 적체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에

너지 운반의 대체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 초점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의 탈탄소화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COVID-19 대응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수소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수소 전략이 전략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수립된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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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학 공급원료, 제조 가열처리 공정, 전력 시스템, 화물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현황과 수소의 잠재력

석유

가스

석탄

산업  공급원료 예시: 비료 제조

예시: 강철 제련 수소

수소

수소 전기화
(틈새 수단으로서의 수소)

수소 전기화
(틈새 수단으로서의 수소)

예시: 증기 터빈

예시: 개인 차량

예시: 트럭 운송

공간 난방 예시: 라디에이터

취사 예시: 가스 스토브

산업 가열처리

전력 생산

모빌리티

구축환경

화학 공급원료

가열처리 공정

버퍼링

승객

화물

수소 대체 기회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1

에너지 가치 사슬에 새로운 요소를 창출한다 

재생에너지 가치사슬과 수소의 역할

참조: e=전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산업공급
원료

가열처리

모빌리티

구축환경

합성 
탄화수소

분산적
전기분해

전기분해 운반 전력 생산

소
비저장

(선택사항)

e

e

e

eH2

H2

H2 H2

H2

H2

CXHX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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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그린 수소가 부상하는 이유

그린 수소는 에너지 시장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시스템 뿐 아니라 에너지 최종수요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린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수소 생산 개요

수소는 운송과 항공, 중공업(특히 철강 제조)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서 탈탄소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장기 저장고로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수소 경제를 실현하면 국내 에너지원과 공급망을 사용하게 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화석연료에서 생산한다

필요 기술: 
석탄 가스화, 증기메탄개질

(SMR), 자열개질반응(ATR)

CO2 배출

현재 대부분 생산 방식

필요 기술: 
석탄 가스화, SMR, ATR+
탄소포집저장(CCS)

CO2 포집

(SMR과 ATR의 경우 
각각 최대 80% 및 95%)

시범 프로젝트 외에 미국

(발레로社의 텍사스 주 포
트 아서 정제시설)과 캐나

다에서 시설 각각 1개 운
영 중, 영국 1개 시설 계획

필요 기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분해

CO2 배출 제로

대부분 시범 프로젝트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수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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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공급원과 사용 현황

대부분 화석연료로 생산…화학산업과 제조업이 핵심 최종수요 부문

현재 수소 응용은 산업과 화학 분야에 집중돼 있다.

암모니아(비료용) 생산 화학물로 응용

산업 공정의 화학 공급원료 및 촉매제로 응용

식품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한 가수소 물질로 응용

석유화학 및 정유 공정에서 응용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00만 미터톤(MMT)의 수소가 생산되고, 이 가운데 60%가 전용 수소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다.

이 중 99%는 화석연료가 공급원이며, 전기분해로 얻는 비율은 1%뿐이다.

출처: 미 에너지부 ‘수소 전략, 저탄소 경제를 가능케 하다’
(Hydrogen Strategy, Enabling a low carbon economy), 2020년 7월

공급원별 미국 수소(H2) 생산 

천연가스 SMR 석탄 가스화 전기분해

천연가스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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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수소를 활용해 탈탄소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비용 효율이 실현되면 그린 수소를 통해 5개 주요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화가 가능하다.

부문

기존 수소 공급원료 대체
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탄소 배출 방법으로 생산된 막
대한 양의 수소를 대체할 수 있다.

발전 연료로서 간헐적으로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부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계절성 수요를 맞추는 데 용이하다. 또 배터리 저장보

다 오랜 기간 활용이 가능하다.

군 시설, 공공안전 시설, 외진 곳 등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프그리드

(off-grid) 지역에 1차 전력 및 냉난방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현대식 가스터빈은 이미 수소와 천연가스를 각각 최대 30% 및 
70% 연소해 가동된다. 설비 개보수를 통해 수소 비율을 100%로 끌어

올려 탄소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보일러보다 높은 품질의 증기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수많은 산업공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전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수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도 그린 수소의 기대되는 주요 활용 부문이다. 장거리 
트럭, 중장비, 승용차, 밴, 미니버스, 열차, 선박, 항공기, 하역기계 등 다
양한 운송 수단에 연료전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효율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가스 공급 시스템의 탈탄소화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그
린 수소를 생산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온수 및 난방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 사용하면 최종 사
용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는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건물 탈
탄소화가 가능해진다.

한겨울 난방 수요가 정점인 시기에 난방 펌프를 대체할 수 있다. 지역난

방방식 등으로 난방연료와 전력 공급을 통합해 건축물 기후 통제가 가
능해진다.

자가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난방과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탈탄소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수소 활용 방법은 산업 공정에서 
기존 수소 생산에 사용하던 저탄소 공급원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제조 
과정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시설 개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이다.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가열처리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전기로 가
동하기 힘든 500°C 이상의 고온 및 100~500°C 중온 가열처리 시설

에 유용하다.

전력 생산 및 전력망 재균형

운송

건물

산업공정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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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탄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는 경쟁력이 강한 산업 
공급원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기존 자산
으로 인해 도입 확산이 늦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및 수소의 역할

수소 도입

실현기술하위분류

산업 공급원료

기존 수요

산업 공급원료

새로운 수요

수소 응용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수소는 탄화수소를 직접 대체

하기보다 변환 탄화수소(천연

가스를 대신하는 그레이 탄화

수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원료로서 더욱 경쟁력이 

강하다.

수소는 탄화수소를 직접 대체

하기보다 변환 탄화수소(예: 석 

탄 대신 코크스)를 대체할 수 있 

기 때문에 공급원료로서 더욱 

경쟁력이 강하다.

그레이 탄화수소를 만드는 시

설(수소 추출설비)은 이미 구축 

돼 있는 데다 감가 상각된 상태 

라 그레이 수소의 한계비용이 

적다.

최종 수요자에 도달하는 거리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용을 위

한 프리미엄을 획득하기가 어

렵다.

수소를 생산하고 응용하려면 

새 시설이 필요하다.

최종 수요자에 도달하는 거리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용을 위 

한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 

다.

노르웨이 야라社의 비료 공장과 

네덜란드 남서부 젤란드에 위 

치한 루크오일-토탈 정유시설에 

서는 1GW 규모의 전해조가 소 

형모듈원자로(SMR)로부터 얻

는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고 있

다.

스웨덴의 국유 광산기업 LKAB

와 다국적 전력회사 바텐팔

(Vattenfall), 철광석 기업 싸브

(SSAB)가 하이브리트(Hybrit)

라는 합작사를 설립해 직접환원

제철에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 

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장벽
프로젝트 사례

제 1장ㅣ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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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열처리 공정에서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는 소비
재 제조사들의 수소 도입 전망이 높다.

수소 도입

실현기술하위분류

산업 
가열처리 공정 

B2C

산업 
가열처리 공정 

B2B

소비재 제조사는 그린 이미지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 

엄 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수소 전환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은 총 운영비용에

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기술 장벽이 낮다. 예를 들어 버

너와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손 

쉽게 수소 용도로 전환할 수 있 

다.

기술 장벽이 낮다. 예를 들어 버

너와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손 

쉽게 수소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버너는 천연가스 기반 수소 

물질로 최대 100% 구동 되도

록 전용할 수 있어, 수소 공급

이 제한적일 경우 생산 중단 리

스크를 피할 수 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기업 

들은 실패할 경우 브랜드가 직 

접 타격을 받는 만큼 이익과 리 

스크 사이 균형을 신중하게 맞

춰야 한다.

B2B 고객들은 재생에너지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없

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감수해

야 한다.

B2C 기업들에 비해 총 운영비

용에서 에너지 비용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비

용 문제가 수소 전환을 억제할 

수 있다.

유니레버社는 영국 포트 선라이 

트 공장에서 홈케어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보

일러에 수소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도 에사르오일(Essar Oil)社 

가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하는 블루 수소 사용

네덜란드 네드맥(Nedmag)社 

는 천연가스/수소 혼합을 최대 

100% 처리 가능한 하이브리드 

버너를 개발 중이다.

다양한 혼합 방식을 활용하면 

공급 락인(lock-in) 문제가 완화

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이 수 

월해진다.

장벽
프로젝트 사례

산업 가열처리 공정에서 수소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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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기업들은 마케팅과 영업 비용 대비 최소한의 비용 증
대만으로도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로의 전환이 가능해 소비자
들 사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소비재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참조: 천연가스 100%로 화석연료를 1기가줄(GJ: 소비단위)당 5달러에, 수소를 1GJ당 35달러에 사용할 경우
출처: 2019년 기업 연간 보고, 2019년 기업 환경 성과 지표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극히 적어 화석연료에서 수
소로의 전환이 총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화석연료

마케팅 비용에너지 비용 기타 영업 비용 영업이익률

수소 화석연료 수소

0

500

1,000

1,500

2,000

2,500
톤당 매출 최대

US $1,950

15% 13%

17% 16%

69%

14%

69%

14%

64% 64%

21% 21%

톤당 매출 최대
US $3,250

3,000

3,500

US$/톤

0%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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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스템에서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한 저장 
매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력 직접 사용에 비해 ▲완
충 ▲차익실현 ▲대체 운반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더욱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전력 생산에 있어 수소의 잠재력

탱크 저장

막대한 자본적 지출(CAPEX)이 필요한 배터리 저장

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장소 제약이 없다.

지하 저장

자본지출이 적게 필요해 계절별 저장이 가능하다.
장소 제약이 있으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 터빈으로 발전소 사용 극대화

연료 전지

장점

완충: 저장 매개를 통해 전력 생산 및 소비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춘다.
차익실현: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에너지를 생산 및 저장하고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한다.
운반: 전력망 혼잡을 막고 기존 가스망을 수소 운반에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생산

전력 생산

전력 공급초과

전기분해 저장 대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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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차량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를 개
선해 모빌리티 부문 탈탄소화를 가능케 한다.

모빌리티 측면의 수소 잠재력

참조: 총 주행거리를 위한 충전시간
출처: 운송 &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2020년 ‘수소 트럭과 배터리 전기 트럭 비교’(Comparison of hydrogen and battery 
electric trucks), 각 社 웹사이트

수소 도입

실현기술하위분류

트럭 및 버스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800km→1,200km) 및 충전

속도(60분→15분) 개선으로 비용 우위

재충전 네트워크 신설 필요

킬로미터당 전기차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

배터리 전기차보다 주행거리와 충전속도가 개선돼 

편의성 증대

단, 일상적 사용에는 큰 차이 없음

재충전 네트워크 신설 필요

전기차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보다 글로벌 선박에 

더욱 적합

연료전지 또는 내연기관에 사용 가능

화석연료 대체 연료 및 기술에 대한 산업 

도입이 부진함. 암모니아와의 경쟁도 예상

전기 열차 트랙에 따른 고비용이 필요치 않음.

사용빈도가 낮은 장거리 노선에 적합

(예: 농촌 운행 및 광산 열차)

전기열차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보다 뛰어남

이륙 시 터빈에서 연소, 파워 크루즈 비행 시 

연료전지 사용 모두 가능

상용화 전 추진 기술과 항공기 동체 설계에 

대한 지속적 R&D 투자 필요

배터리보다 충전속도가 빨라 비용 우위 있음. 

(예, 24시간 가동 창고의 지게차)

온사이트(on-site) 사용 시 재충전 인프라가 

거의 필요치 않음

전기보다 킬로미터당 에너지 비용이 

높음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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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특수장비의 실현 가능성 높은 대체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는 미래 운송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수소 잠재력

도로 화물은 글로벌 CO2 배출량의 9%를 차지한다.

중형트럭(HDT)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BEV)를 도입하

면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비효율적

이므로, 수소 연료전지차(FCEV)가 가장 가능성 높은 해

결책이다.

다만 도로 화물 탈탄소화에 대한 지속적 조사 결과, 전기

차가 중형트럭의 일부 듀티 사이클(duty cycle)에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향후 5년 간 대규모로 도입된다면 수소는 이 

부문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선박은 글로벌 CO2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수소가 ‘미래 연료’의 강력한 후보이

지만 암모니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린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사용해 생산되더라도 연

료로 사용되려면 수소와 다른 인프라가 필요하다.

트럭 및 버스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운송업체들은 적은 운영 변화만으로도 
수소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터리 전기차 사
용을 도로 화물 듀티 사이클의 80%로 끌
어올릴 수 있다.”

- 글로벌 트럭 OEC 업체 부사장

“암모니아는 선박에 훌륭한 선택지이며 
우리는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선박 기술 공급업체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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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환경에서 수소는 가스망에 혼합돼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방식이 더욱 매력적이다.

구축환경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

기존 사용

건축물 부문에서 수소는 이미 저비율 혼합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소 혼합 비율이 5~10%만 돼도 수소 

생산이 급증해 가성비가 개선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이 마련되면 30% 이상의 혼합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가스망 일부 부품 개선

기존 규제 재편

가스망이 완전히 수소용으로 개조되거나 새 수소 인프라가 마련될 경우

수소 보일러로 탄소제로가 가능해진다.

수소 열병합 시스템 및 연료전지가 난방연료 및 전력을 제공해 

오프그리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단기적 사용

장기적 사용

연료전지

전력

난방

수소 50%
가스 50%



2021  No.19

22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

수소를 2030년까지 구축환경에 광범위하게 도입할 가능성
은 제한적이지만 시범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축환경을 위한 수소의 잠재력

영국 리즈(Leeds)

사례 설명

기존 가스망을 100% 수소 운반용

으로 개조

연 평균 총수요=5.9테라와트시

(TwH)

연간 블루 수소 생산 능력 15만톤

영국 주요 도시의 천연가스 공급을 

100% 수소로 순차적 전환

2035년까지 370만 곳 가정과 사

업장, 2050년까지 1,570만 곳 수

소로 전환

신규 및 기존 주거지역의 기존 가스 

인프라를 100% 그린 수소로 전환

구축환경의 수소 성장 및 응용을 위

해서는 지역 그린수소 유용성이 전

제조건

100개 신축 주택과 400개 기존 주

택을 수소로 전환

주거지역의 기존 가스망을 100% 수

소로 전환

낡고 거리가 떨어진 주택들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100% 전기 난방

펌프가 활용 가능한 대체방법이 될 

수 없음.

인근 풍력 터빈에 연결해 그린 수

소 생산

기존 주택 600채를 수소로 전환하

고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탄소

중립 달성

네덜란드 호게벤

(Hoogeveen)

네덜란드 스타드 안 헤트 하링빌렛

(Stad aan het Haringv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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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문은 산업 가열처리 공정
과 더불어 소비자로부터 프리미엄 획득이 가능한 소비재 기
업들의 도로 운송이 될 것이다.
수요 부문별 수소 잠재력

2030년

산업 공급원료

기존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더 비싼) 그레이 수소와 
경쟁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
한계비용이 낮은 기존 그레이 수소 자산 때문에 도입 속
도가 느리고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다.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보다 (더 비싼) 변환 탄화수소

와 경쟁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다.
신 기술과 자산이 필요해 장벽이 높고 프리미엄을 획득

하기 어렵다.

소비재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 사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증가를 상
쇄할 수 있다.

기술 장벽이 낮아 잠재력이 높다.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어렵고 총 비용 중 에너지 비중이 
높아 도입 속도가 느리다.

재생에너지 전력 초과 공급분을 피크용량으로 사용하

도록 저장하는 ‘유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역할

이 가능하다.
케이블 대신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경우의 비용우위가 전
환에 따른 손실을 능가할 경우 운반 부문에서 틈새 역할

이 가능하다.

전기차보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이 빨라 비용우

위에 따른 잠재력이 높다.
본격 도입을 위해 재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통상 개인 자
동차 사용자들은 장거리 주행이나 빠른 충전시간이 필요

치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낮다.

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와 기술 도입이 
불완전하다.
수소는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강점이 있으나 암모니아와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 열차는 수소차보다 전기차로 운행하는 것이 비
용이 낮다.
열차 전기화를 위한 인프라 비용이 극도로 높은 장거리 
저운행 노선의 경우 틈새 잠재력이 있다.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항공기의 경우 바이

오 연료 및 합성 탄화수소가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잠재

력이 낮다.

전기 장비에 비해 장거리 운행 및 빠른 충천이 가능해 비
용우위에 따른 잠재력이 높다.
온사이트(on-site) 용도에 국한되므로 재충전 인프라가 
거의 필요치 않다.

단열 처리가 부실한 도시 중심 구축 건물의 경우 전기화

뿐 아니라 지역난방 또는 바이오매스 대체방식이 불가능

해 틈새 잠재력이 있다.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신규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중간

높음

B2C

트럭 및 버스

B2B

낮음 중간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

특수장비

산업 가열처리 공정

모빌리티

전력 생산

구축환경

2050년 수소 잠재력 전망



2021  No.19

24실행 가능한 수소경제 창조

천연가스 증기 개질로 그레이 수소를, CO2 포집•저장으로 
블루 수소를, 재생에너지 전기분해로 그린 수소를 만든다.

제 2장ㅣ공급

수소 생산 방법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얻는 그레이 수소

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레이 수소는 탄소 배출량이 많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생산 방식이 같지만 탄소 포

집·저장이 이뤄진다.

생산 능력을 조절할 수 있어 저장이 필요치 않다.

그린 수소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린 수소는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다.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따른 생산 변동성과 지속적 수요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장 능력이 필요하다.

전기분해 기술 간 격차가 크다. 성숙기에 돌입한 알칼리 

수전해 기술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최상의 방법이며, 새

로 개발된 고분자전해질(PEM) 기술은 간헐적 공급에 유 

리하다.

메탄

증기개질

그레이 수소

이산화탄소

수성가스
전환반응

물

메탄

물

증기개질

블루 수소

탄소 포집/
저장

이산화
탄소

수성가스
전환 반응

태양광

풍력 전기 전해조

그린 수소

산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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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 및 전기분해 비용이 감소하고 탄소세로 인
해 화석연료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린 수소는 비용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린 수소 생산 과정

그린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최대 가격 변수인 재생에너지 전력 비용이 계속 감소할 경우

기술 발전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 수준의 생산 규모 증대 등으로 주요 고정비용인 전기분해 비용이 

감소할 경우

탄소세로 인해 탄소제로 그린 수소의 경쟁력이 화석연료보다 강해질 경우

대규모 중앙집중적 전력분해를 통해 최종수요 시장에 공급할 수요의 과반수 규모를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전기 전해조

그린 수소

산소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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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단계의 기술에 기반한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 비용이 아
직 절감되지 않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규모로 늘릴 
수 있다.

블루 수소 생산 과정

블루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최대 가격변수인 천연가스가 싼 값에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 경우

주요 고정비용인 증기 개질이 기존 및 성숙 단계 기술로서 전기분해에 비해 비용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탄소 포집·저장·활용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예: 고갈된 가스전에서 사용되거나 메탄올에 재

사용되는 경우)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기업들에 저탄소 수소를 제공

함으로써 수소로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참조: 메탄은 석탄이나 정제연료가스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탄화수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메탄

증기 개질 수성가스
전환반응

블루 수소

탄소 포집/
저장

이산화탄소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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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수소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
로는 블루 수소보다 여전히 높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화석연
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수소 생산 비용 전망

추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려면 비용은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비용 범위 전망

출처: 블룸버그NEF ‘수소경제 전망’(Hydrogen economy outlook), 2020년

1.5 10.6

1.0 7.1

0.5 3.5

0.0 0.0

2.0 14.1

2.5 17.7

3.0 21.2

3.5 24.7

4.0 28.3

4.5 31.8

5.0 35.3

2020

$2.5~4.6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천연가스

2030 2050

US$/kg
(2019년 기준)

US$/GJ
(2019년 기준)

$1.4~2.9

$0.7~1.7

$1.4~2.9
$1.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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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로 인해 수소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
지지만, 시스템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화에 비해 우위에 있다.

수소 변환 효율성 및 시스템 비용

전력→수소→전력/난방 전환은 전력을 직접 사용할 때와 비교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효율성이 25~50%에 그친다.

수소는 전기화보다 시스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낮은 시스템 효율성을 상쇄할 수 있다.

- 수소는 전기화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최종사용의 탈탄소화를 가능케 한다.

- 수소 파이프라인 운반은 전력 케이블 운반보다 에너지 유닛 당 비용이 8~15배 적다.

- 수소는 에너지 저장이 가능해 간헐적 재생에너지 전력의 100% 통합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수소 변환 
효율성 60~80%

e

e ℃

H2

수소→전력 변환 
효율성 40~60%

시스템 효율성 25~50% 시스템 효율성 60~80%

개별 맞춤형 수소→
난방 전환 효율성

전기분해

연료전지

최종사용

연소

최종사용

참조: e=전기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29

수소는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운반하는 것은 화석연료 운반보다 더 많은 비용
이 든다. 

제 3장ㅣ분배

수소 에너지 밀도 및 운반

입방미터당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천연가스의 3분의 1 수준)은 동일한 트럭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가 더 적다는 의미. 이에 따라 다음의 장치가 필요하다.

- 추가 압축 또는 냉각 장치 → 추가 비용

- 추가 트럭 운행 → 추가 비용

킬로그램 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운반 무게가 낮다는 의미

유속이 높다(천연가스의 3배)는 것은 다음의 의미다.

- 파이프라인 운반 고려 시 낮은 에너지 밀도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 화석연료와 비교해 수소의 경우 파이프라인 운반이 트럭 운반보다 유리한 비용우위를 보일 수 있다.

참조: 3,000psi 압력 기준
출처: 2019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 ‘그레이 셀 에너지 - 수소 시장’(Grey Cells energy - Hydrogen Markets), ‘셸 수소’(Shell 
Hydrogen) 연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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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다만 수소 운반 대체방식은 화석연료와 유사하다. 적은 규모
는 트럭으로, 대규모는 파이프라인으로, 대륙 간 운반 등 장거
리는 선박으로 운반한다.

거리 및 규모별 가장 효율적인 수소 운반 대체방식

출처: 블룸버그NEF ‘수소경제 전망’, 2020년

예: 북아프리카-유
럽 및 호주-일본 
간 액화수소 운
반 계획

예: 유럽 수소 
백본 프로젝트 
(Europe 
Hydrogen 
Backbone)

예: 배전망운영자 
(DSO)들의 구축 
환경 수소 분배 
계획

예: 일부 산업 
기업들은 소규
모 수소를 재충
전소 및 시범 프
로젝트 장소에 
운반하고 있다.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31

수소는 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이라는 획기적 가능성을 제시
해, 운반 인프라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

분산형 전해조 시스템이 트럭 운반보다 비용 효율적인 경우

값 싼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분산돼 있을 때(전력망 또는 전용 태양광 전력 또는 풍력)

전해조를 십분 활용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하기에는 적은 규모일 때

중앙 전해조와의 거리가 멀어 운반이 필요치 않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날 때

예: 재충전소에 설치된 컨테이너 크기 전해조

규모(톤/1일)

운반거리(km)

1,000

10

1

0
1

현지 도시 도시 간 대륙 간
10,0001,00010010

운반 파이프라인

분배 파이프라인 선박

트럭

분산형 전기분해 시스템이 
더욱 비용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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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은 불안정한 간헐적 재생에너지 생산 패턴을 따르
기 때문에, 저장 기술과 역량은 공급과 수요를 안정화시켜 수
소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한다.

수소 저장 시작과 반출

수
소

량
(톤

/1
일

)

수소 수요, 특히 산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린 수소 생산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대규모 수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 변화에 대한 운반 목적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소 전환을 달성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저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조: 수소 생산 패턴은 풍력에 의한 유럽 전력 생산을 따른다. 차트 테이터는 예시용일 뿐이다.
출처: 윈드유럽(WindEurope), 국제에너지기구(IEA), 모니터 딜로이트(Monitor Deloitte) 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 시작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

저장량
(측정 전)

수요

저장 반출
(수요량이 생산량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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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수소 비용을 결정함으로써 재생에
너지 전력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 또는 선
박을 통한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다.

장기적 수소 비용

US$/kgH2

출처: IEA, ‘수소의 미래’(The Future of Hydrogen)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그린 수소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포르투갈에서 생산된 그린 수
소를 네덜란드와 내륙지역으로 운반
하기 위한 전략적 수출입 가치망을 구
축한다는 의향을 상호 확인했다.”
- 네덜란드 정부

일본으로 통하는 호주의 ‘수소 
로드’(hydrogen road)로 탄
소배출을 줄인다.

“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
한 컨소시엄으로 세계 최초 탄
소제로 에너지 공급망 중 한 곳
에서 갈탄 기반 수소를 생산한
다.”
- 파이낸셜 리뷰

북아프리카-유럽 수소 선언문

“유럽과 북아프리카 간 공동 
수소 전략은 2050년까지 재
생에너지 전력 50%와 그린 
수소 50%에 기반한 유럽 에
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
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소,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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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에서 얻은 수소와 폐기물 스트림(waste 
stream, 폐기물 처리 전 과정) 또는 대기에서 직접 얻은 
CO2로 합성 탄화수소 연료를 생산하면, 수요자가 새로운 수
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합성 탄화수소 연료 생산 과정

출처: O. Kraan ‘에너지 전환 등장에 대하여’(On the Emergence of the Energy Transition), 2019년 Joule 발간

전기
4.7GJ

전기분해 H2
2.8GJ

H2
4.9GJ

CO2
270kg, 2.5GJ

합성

배럴당 200 달러

합성 탄화수소 연료
5.5GJ

CO2

활성화
CO2

472kg
직접공기포집

(DAC)

전기
9.6GJ

물 공급
대기중 CO2

합성 탄화수소 연료는 사용자가 수소 
기술 대체방식을 도입하거나 인프라
(예: 충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
도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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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에너지 및 산업 정책과 더불어 수소 생태계를 개발하
는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수소 비용이 한층 감소할 수 있다.

제 4장ㅣ정책

세계 각국의 수소 정책 목표

공급, 수요, 기술 모두 추진

에너지 수입국

탈탄소화와 에너지 독립을 목표

그린 에너지, 기술 지원금, 수요 장려

화학 및 파이프라인 인프라 이용

공급 추진

에너지 수출국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 창출을 목표

태양광 및 풍력에서 그린 수소를 얻어 비료 공급원료로 사용

경제 현대화 계획 ‘비전 2030’의 일환

공급 추진

에너지 수출국

對일본 수출용 블루 수소에 초점

수요 추진

에너지 수입국

운송 부문 혁신을 목표

모빌리티와 전력 생산에 초점

기술 추진

에너지 수입국

가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기술(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2030년까지 수소연료차 100만대를 목표

R&D 지원금 및 인센티브 활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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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국가별 수소 전략 외에도 수소 및 에너지 시
스템 통합 전략으로 새로운 청정 투자 어젠다를 수립할 전망
이다.

EU 수소 전략

유럽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확대

산업, 운송, 건축물 부문을 통틀어 활용 가능한 공급원료 또는 연료, 에너지 운반체, 저장 물질로

서의 수소에 초점

COVID-19 경제위기 극복 계획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는 경제 성장과 회복탄력성

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합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로 수

소를 강조했다.

현재~2024년

6GW 전해조(재생에너지 수소) 설치

재생에너지 수소 최대 100만 톤 생산

2025~2030년

EU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의 일환

전해조: 재생에너지 40GW 규모

재생에너지 수소 최대 1,000만 톤 생산

2030~2050년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문 전반에서 대규모

로 재생에너지 수소 도입

현재~2030년: 

전해조에 240억~420억 유로 투자

필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80~120Gw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

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전해조에 직

접 연결하려면 2,200억~3,400억 유

로 필요

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개조: 기

존 시설의 절반 개조에 최대 110억 

유로 투자

운송 및 인프라에 650억 유로 투자

현재~2050년: EU 내 생산시설 투자 

규모가 1,800억~4,700억 유로에 달

할 것으로 전망

수소 소비 및 수소 기반 연료의 최종사

용 부문 적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 필요

새로운 선도시장의 점진적 창출: 산업 

응용 및 모빌리티

산업: 1) 정유소의 그레이 수소 사용

을 축소 및 대체(암모니아 생산 및 새

로운 형태의 메탄올 생산) 2) 탄소제

로 제철 공정

모빌리티: 1) 전기화가 적합치 않은 

도시 버스나 상업용 차량 집단(예: 택

시), 철도망 특별 구간 등 캡티브 유저

(Captive user) 부문 2) 중형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열차, 내륙 수로 및 단거

리 해상 선박, 항공, 해양 부문

범위

규모 확대 투자 전망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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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기업들은 수소가 약속하는 미래를 꿈꾸며 시범 프로젝
트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산업 공급원료로서의 수소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5장ㅣ기업

수소 시범 프로젝트

출처: 각 社 웹사이트, 암모니아인더스트리닷컴(amoniaundustry.com)

철강
→공급원료

철강
→공급원료

철강
→가열처리

화학
→공급원료

화학
→공급원료

마그네슘
→가열처리

합작벤처 하이브리트(HYBRITT)
수소를 공급원료로 사용해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로 철강  생산

LKAB는 바이오연료로 철강 가열처리, 바
텐팔은 수소 생산을 위한 그린 에너지 공급

2024년까지 시범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2025년 시설 준공

수소를 공급원료로 사용한 직접환원제

출 기술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社, 
기존 용광로에 수소를 투입하는 실험 진행

독일 RWE社, 수소 공급 예정

2022년 용광로의 전면 용도 전환 계획

스웨덴 오바코(Ovaco) 공장에서 도입 전 
철강 가열처리에 수소 사용 시범 프로젝트 
진행

연소 연료로 LPG를 수소로 교체 

할도 톱소,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신 기
술 고온수전해(SOEC) 개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SOEC를 활용하면 
암모니아 공급원료인 수소와 질소 생산 
가능

SOEC는 현재 첨단 시설과 비슷한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미래 암모니아 공장을 가능

케 하는 기술

2025년 SOEC 시범공장 설립, 2030년 상
업적 활용 계획

할도 톱소(Haldor Topsoe), 악스포(Ax- 
po),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등 
과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

수소를 폐기 CO2와 혼합해 이메탄올

(eMethanol)을 생산, 연료 또는 공급원

료로 사용

2023년 가동 시작 계획

다양한 비율(0~100% 수소)의 천연가

스-수소 혼합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 가
열처리 방식 개발

다양한 혼합 비율 처리가 가능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그린 수소로의 전환

이 수월해짐.
2020년 네덜란드 네드맥(Nedmag)社 
시설에서 실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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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소 공급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다.

수소

NortH2(북해 풍력 전기화 프로젝트) 
- 그린 수소

에너지 공급, 운송망, 항구 운영 업체들 간 컨소시엄
해상 풍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운반, 저장, 공급
까지 통합된 공급망 구축이 목표
2030년까지 3~4GW 생산능력을 갖춰 네덜란드 
및 북서유럽(NWE) 산업 사용자들에게 제공 목표
수소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개조해 마련될 네덜
란드 수소망으로 운반돼 소금동굴(salt cavern)에 
저장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이전 단계

에너지 공급, 사용자, 운송망, 항구 운영 업체들 간 
컨소시엄
험버 산업 단지를 2040년까지 영국 최초 탄소제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
수소 혼합 방식의 트리톤(Triton) 가스 발전소에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社의 첫 수소 생산 시
설에 대한 수요 발생
지역 파이프라인을 통해 철강 및 화학 부문에 산업 
가열처리 공급원료로 공급 확대가 궁극적 목표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이전 단계

영국 넷 제로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Zero Carbon Humber, ZCH) - 블루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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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컨소시엄과 
생태계를 통한 협력이 필수다.

기업 및 지역별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기업이 추진하는 Top 10 수소 전기분해 프로젝트

아시아 재생에너지 에너지 허브
Asian Renewable Energy Hub

NortH2 수소 전해조
NortH2 Hydrogen Electrolyzer

실버 프로그
Silver Frog

머친슨 재생에너지
Murchinson Renewable

베이징 징넝 내몽골
Beijing Jingneng Inner Mongolia

그린 수소 프로젝트 네옴
Neom

퍼시픽 태양광 수소 
Pacific Solar Hydrogen

H2 허브 글래드스톤
H2 Hub Gladstone

범 코펜하겐 지역
Greater Copenhagen Area

제럴드턴 수소 프로젝트
Geraldton Hydrogen Project

지역별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출처: Rystad Energy RenewableCube(2020년), IEEFA 추산, 각 기업 자체 데이터

메가와트(MW)

CWP 리뉴어블스 CWP Renewables

인터콘티넨탈 에너지 InterContinental Energy

베이징 징넝 전력 Beijing Jingneng

하이드로젠 리뉴어블스 AU Hydrogen Renewables AU

가스유니 Gasunie

오스트롬 하이드로젠 Austrom Hydrogen

셸 Shell

흐로닝언 항구 Port of Groningen

H2U

베스타스 Vestas

ACWA 파워 ACWA Power

네옴 NEOM

에어 프로덕츠 Air Products

하이드로제닉스 Hydrogenics  

메이어 버거 Meyer Burger

유럽 에너지 European Energy

에코솔리퍼 Ecosolifer

BP

라이트소스 Lightsource

오르스테드 Orsted

DSV 파날피나 DSV Panalpina

SAS

머스크 Maersk

DFDS

중동 3개

북미
7개

유럽
16개

아시아
15개

호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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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이 극도로 불투명한 수소 경제는 난폭한 사이클에 직
면해 있다.

수소도 다른 인프라 및 기술 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
술이나 R&D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근간으로 돌파구가 마련
될 수 있다.

탄소 저감을 둘러싼 불확실성

다른 기술 및 인프라 개발과 유사점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첫 공공 인터넷 연결

1990년대 초 다이얼 접속(dial-up) 방식으로 월드와

이드웹(WWW)에 접속 가능

다이얼 접속은 전화선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연결망을 
구축, 전화와 인터넷 동시 사용 불가

상업용 광대역 도입

1990년대 말 케이블과 디지털 가입, 위성, FFTX가 다
이얼 접속 대신 표준 기술로 정착

개방된 인프라 표준으로 신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 지원이 R&D 시동을 거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 기금 지원으로 위성 첫 응용

1964년 美항공우주국(NASA)이 470w 규모 태양광 발
전으로 구동되는 님버스(Nimbus) 기상 위성 발사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에 막대한 
정부 투자 뿐 아니라 전력 및 석유 회사들의 투자도 이
뤄짐.
기술 개발이 이뤄지자 태양광 발전 응용 증가

1980년 美 델라웨어대학이 첫 필름 태양전지 개발

(주택에 적용 시 에너지 효율성 10% 초과)
1990년대와 2000년대 관련 연구 폭발적 증가, 응용 가
능성 대폭 확대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어떤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될 것인가? 내가 투자하

는 기술이 표준이 되지 못

한다면?

연료 공급 인프라가 해당 지역

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다

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각 지방 정부, 주 정부, 국

가, 국제기구들이 각기 다

른 규제를 도입한다면?

출처: 미국 에너지부

인터넷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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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략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주요 장애물

지금까지 수소 시장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
략적 베팅에 나서고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배움을 멈추
지 않고 선제적으로 정책입안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 장애물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교훈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스마

트하게 투자하라.

전략과 베팅에 일관성을 유

지하라.

빨리 실패하면, 빨리 배운다.

생태계를 구축하면 이해 당사

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이

해할 수 있다.

파트너십을 맺으면 비영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

하면 실제 프로젝트의 장애

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 수 있다.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기 

술 발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라.

우호적 시장 규정을 확보하라.

보조금이 어디로 투입되는

지 파악하라.

저탄소 수소 응용 기술이 여타 기
술 및 에너지원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 및 정책 지원이 필
요하다.

현재 유럽과 중동을 비

롯한 전 세계 관련 규제

와 표준이 유아기에 불과

해 수소 응용 확대 및 새

로운 사용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

2035년이 되면 수소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디젤보다 높

은 비용 효율성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2050년까지도 천연가스

가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수
소를 앞설 전망이다. 유럽과 중동

에는 값 싼 전력이 풍부해 수소가 
기존 에너지와 직접 경쟁하기에

는 역부족이다.

복잡한 생태계를 규모와 
시간 측면에서 동시 발생

의 형태로 정리하려면 투
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과 중동은 통합

된 수소 전략이 미흡하다.

전략적 베팅에 나서라 생태계를 구축하라 배움을 멈추지 말라 규정을 만들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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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수소시장에서 창출되는 기회는 부
문별로 다르다.

수소 경제에 동참할 기업들의 다음 과제는?

기존 핵심 생산 능력이 수소 
분자 처리에 적합하다.
대규모 자산 프로젝트(해상 
풍력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험을 수소 프로젝트에 응
용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 정
유 시설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수소를 산업 공급원료 및 가
열처리 원료로 사용함으로

써 화학 생산 공정에서 탄소

를 저감할 수 있다

철강 기업

전력, 유틸리티 기업

석유, 가스 기업

천연가스 
운반 시스템 운영기업

산업 B&C 기업

전력 생산 과정에서 차익실

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
대하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유틸리티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고객과 접촉하고 시
나리오 연구를 통해 시장 수요 역학을 분석하라.
그린 제철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술 및 보건·안전·보안·환경(HSSE) 요
건을 모두 충족하라.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수소-전력 기회를 분석하라.
구축환경과 산업의 수소 응용 가능성을 파악하라.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수소-전력 기회를 분석하라.
모빌리티와 산업의 수소 응용 가능성을 파악하라.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라.

고객 및 수소 공급업체들과 접촉해 수요와 공급 동향을 파악하라.
선제적으로 규제당국과 교류해 수소 시장에서 유리한 역할을 확보하라.

수소 공급업체 및 관련 기술 공급업체들과 접촉해 수소 전환 가능성을 파악하라.
전기, 바이오매스, 수소 등 기술 옵션의 장단점을 분석하라.

수소 트럭을 통해 탄소 저감

이 가능하다.
전해조 등 수소 생산에 사
용되는 원재료 부문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수소 생산·저장·분배 등에 
사용되는 자산 부문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예: 수전해, 버너, 연
료전지)
온사이트(on-site) 디젤 발
전기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 운영이 가능해진다.

부문별로 다른 기회

기업들의 다음 과제

석유, 가스, 화학

기업유형

전력, 유틸리티

다음과제

광산, 금속 공산품,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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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방향
그린 수소의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수소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음 단계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축

수소 인프라 지원에 초점

새로운 수소 시장 개발

R&D 자금 지원 및 
인력 개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리더십으로 구성된 지역별 그린 수소 태스크포

스를 설치해 그린 수소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
시장과 정책 수립 및 기술 혁신과 응용,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해 
전 세계 최고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수소 사용의 표준을 통일해 수소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최
소화한다.

민간 투자와 정부 대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으로 생태계를 개선해 
초기 수소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규모가 커진 수소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수소 운송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재료와 최종사용자 문제 등을 검토한다.
수소 인프라 승인 및 안전 프로토콜을 통일 및 간소화하면 기술 도입

을 위한 비용과 장벽이 줄어든다.

탄소배출 인증 및 추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그린 수소 도입 시 탄소

배출 관련 이익에 대한 크로스 섹터 어카운팅이 가능해진다.
수소 현황 파악을 위해 에너지 부문 규제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전력 시스템에 수소를 포함시키려면 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가 수소의 전력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메커니즘을 구축해 
유연성과 에너지 저장 등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자금 지원 및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개발, 시범사업, 도입

을 지원해 혁신을 장려하고 비용을 절감하라.
기술 전문가들과 운영자들이 미국 내 수소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개발을 지원한다.

출처: ‘IRENA hydrogen: a renewable energy perspective, Green hydrogen guidebook and Roadmap to a US hy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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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각국 수소 모멘텀

영국은 가스 수입을 줄임과 동시에 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

지 수소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9년 150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대 초에는 4GW의 해상 풍력으로 재

생에너지 동력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넷(HyNet)은 영국 최첨단 수소 및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프로젝트로, 이

를 통해 수소를 가스망에 편입시켜 2024년까지 가정과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현대화 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수소에 대규모로 투자하

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신도시 ‘네옴’(Neom)에 세계 최대 그

린 수소 프로젝트 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4GW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막대한 양의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일일 650톤의 그린 수소가 생산돼 암모니아 형태로 전 세계 최종 수요

자에게 전달된 후 다시 수소로 전환된다.

2020년 5월 국가수소전략(EN-H2)이 승인됐다.

2030년까지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약 70억 유로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2023년까지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서남부 항구 시네스(Sines)에서 시행하

는 1GW 규모의 타당성 연구가 EN-H2에 포함된다.

운송과 산업 부문 탈탄소를 추진한다.

최근 포르투갈의 두 번째 태양광 입찰에서 역대 최저가인 메가와트시(MWh)당 13.12 

달러가 낙찰됐다.

지난 2020년 9월 프랑스 정부는 82억 달러 규모의 ‘국가수소전략’을 시작했다. 이는 

2030년까지 6.5GW 규모의 수소 설비 용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2018년 시작된 수소 계획의 기존 프로그램을 수소 도입 지원 목적으

로 확장한 것이다.

전략의 우선사안은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기분해 방식으로 탄

소제로 연료를 생산해 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19년 11월 ‘국가수소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수소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57개 합작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호주 정부는 수소 동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3억 달러 규모의 수소 투

자 펀드(Advancing Hydrogen Fund)를 시작했다.

호주와 일본은 세계 최초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

주 빅토리아주(州)에서 수소 에너지 공급망(Hydrogen Energy Supply Chain) 프로

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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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북미 최초로 국가 수소 전략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는 가스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국인 만큼, 수도 오타와에서 블루와 그린 수소

를 병행 도입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 대형 유틸리티 기업은 2020년 7월 캐나다 남서부 앨버타주(州)의 사스카추완 항구

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수소 혼합 프로젝트(수소 비중 최대 5%)를 위해 280만 달러의 지원

금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7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수소 생산 비용을 2030

년까지 킬로그램당 3달러, 2050년까지 2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소 제조 거점인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필드(FH2R)를 지원함으로써 수소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2월 말 태양광 동력의 10MW 규모 수소 생산 시

설이 완공됐다.

또 2021년까지 연료전지+리튬이온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철도차량을 개

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경까지 P2G(power-to-gas) 시스템을 상용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더불어 그린 수소를 운송 부문 탈탄소화의 미래로 보고 있다. 이를 위

해 연료전지 차량 생산량을 2020년까지 5,000대, 2030년까지 100만대로 늘린다는 목표

를 세웠다.

베이징시(市)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수소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며, 우한과 다퉁 등 일부 시 정

부는 수소 산업 개발을 통해 수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은 탄소 포집·저장(CCS)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는 장기적 구상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40년까지 62만대의 수

소 및 연료전지 차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더불어 전력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고정형 연료전지 부문에서 

리더십 위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전력 생산량을 15GW(수출용 7GW 포함)로 늘리고, 2040

년까지 2.1GW 규모로 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2022년까지 3개 수소 동력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을 수립해 그린 수소 관련 뉴 비즈니스 및 연구 투자에 82억 달러의 예

산을 집행하고 국제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추가 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5GW 규모의 전해조 시설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14TWh(테라와트시)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독일 가스망 운영사들은 2030년까지 전국에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1,200km 길이의 수소

망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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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미국 로드맵

미국은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이 없고, 민간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시기별 주요단계

미국 수소 로드맵은 2019년 다양한 분야의 20여개 기업 및 단체 소속 경영자와 기술 산업 전문가들이 연합해 수립했다.

석유 및 가스, 전력, 자동차, 연료전지, 수소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과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 전력연구소(EPRI)가 학문

적 지식과 기술적 정보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분석과 리뷰를 각각 제공했다.

미국 로드맵은 시기별로 ▲2020~2022년 ▲2023~2025년 ▲2026~2030년 ▲2030년 이후 등 주요 4단계로 구성됐다.

미국은 연방국 특성 상 지역별로 정책과 인프라 수요, 지역사회 관심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주 및 지방 정부는 수소 인프라 개

발을 위해 개별적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2022년

첫 2~3년 동안 타당한 기술 중립 탈탄소 목표를 더 많은 주(州)와 연방 차원으로 확대 수립한다. 이는 세부 정책과 규제 행

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소 지게차 등 성숙 단계 응용 및 예비 전력 솔루션 등 손익 평형에 근접한 응용의 규모를 확대한다.

더욱 광범위한 수소 도입에 준비하는 단계로 가스망으로의 혼합 등 여타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3~2025년

재생에너지, 신재생천연가스(RNG)를 활용한 개량 가스, 탄소 포집·저장(CCS)을 통한 수전해 방식의 최초 대규모 수소 생

산 시설을 만든다.

초기 시장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의 방향은 직접 지원으로부터 메커니즘 기반의 시장 규모 확대로 전환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져 새로운 응용이 가능해진다. 건물 난방의 경우 조기도입 주(州)들은 적은 비중의 수소

를 가스망에 편입시켜 적합한 규모의 수소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중대형 연료전지 전기 트럭과 새로운 수소연료 경차 모델이 시장에 출시된다.

2026~2030년

운송과 예비 전력 등 조기도입 부문 및 지역을 넘어 다각화가 이뤄짐과 동시에 미국 전역의 인프라 규모가 확대되는 단계다. 

첫 수소 파이프라인이 마련되면 계절별 ‘그리드 퍼밍’(grid firming,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에너

지원을 파이프라인에 공급) 및 저장이 가능해져 비용이 한층 절감된다.

운송 부문에서는 미국 전역에 대형 트럭용 ‘고속’(high-throughput) 수소 충전소 인프라 네트워크가 형성돼 중대형 트럭 

운송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석유화학 생산이 저탄소 수소로 전환돼 대규모 수소 생산을 통해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

2031년 이후

모든 지역과 산업군에 수소가 도입되는 시기로, 화석연료 대체재와 비용 등가가 실현되면서 응용이 최고조에 달해 투자와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 시설은 CCS 시설로 개조된다.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 줄고 광범위한 건물 탈탄소화도 달성된다.

출처: Greencar 위원회 ‘New Road Map to a US Hydrogen Economy’, 2020. 03. 22

출처: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Roadmap to a US hydrogen economy’, 2019. 12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47

부록3-유럽 인프라&펀딩 동향

유럽청정수소연맹의 원대한 목표

유럽청정수소연맹(ECHA): 공공 기관, 산업, 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투자 목표와 실질적 프로젝트 계획

을 수립한다.

수소 생산의 시기별 단계

2020~2024년: 

유럽연합(EU) 내에 6GW 이상의 그린 수소 전기분해 시설 마련 및 그린 수소 최대 100만톤 생산 목표

2025~2030년: 

2030년까지 40GW 이상의 그린 수소 전기분해 시설 마련 및 그린 수소 최대 1000만톤 생산 목표

2030~2050년: 

그린 수소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해 대규모 도입 가능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생산 시설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가 된다. 단, 바이오메탄 유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인프라 계획

수소 운송 인프라는 제한적 형태가 될 것이다. 수요 발생 지역 혹은 인근 생산시설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일부 지역

의 경우 천연가스망으로 혼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거리 및 백본 운송 인프라 계획은 시작될 것이다.

과도기에는 수소를 천연가스 네트워크에 제한적 비중으로 혼합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에서 분산 형태로 그린 수

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특정 형태의 저탄소 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CCS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강화된 2030 기후변화 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포집 기능을 갖춘 기존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 시설을 개

조해 온실가스 및 여타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해야 한다.

수소 인프라는 비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상대적인 에너지 운송 가격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수소 운송기업을 

다른 에너지 운송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탈탄소 가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EN-E) 개정과 ‘역내 가스시장 법’ 재검토

가 전망된다.

투자

2050년까지 유럽 내 그린 수소 누적 투자액은 최대 4,7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는 탈탄소화를 대폭 가속화하는 노력과 프로젝트를 촉진해 핵심 경제부문에서 수소 투

자를 주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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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The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2020. 07

수요와 공급 확대

적절한 지원으로 자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럽은행연합회(EEAG)가 2021년 관련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 포집이 적용된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경우, ‘유럽연합(EU) 메탄 전략’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천연가

스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스트림 메탄 배출을 완화할 조치를 제시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GHG)에 기반한 공통의 저탄소 상하한 및 표준을 도입해 수소 생산 시설 

설치를 촉진한다. 상하한 및 표준은 기존의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각 산업 선도자들이 구축한 기존 그린수소 인증(CerfiHy) 방식을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에 맞추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TS 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수

소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면서 탄소 누출에 노출된 부문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

다. 전 세계 기후 정책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무

역기구(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제안하고 수소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수소에 대한 포괄적 용어 정의와 범유럽 기준을 도입. 이는 EU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에서 명시한 ETS 감시·보고·검증·규정을 기반으로 수립될 가능

성이 있음.

시장가 차액보조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와 관련 가능하면 범EU 차원의 시범 계획 수

립. 특히 저탄소 및 원형 강철 및 화학 생산 지원을 위한 계획에 주력.

그린 수소 최저 비율 또는 쿼터제, 특정 최종사용 부문 파생 제도 등 범EU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연구

연구를 통해 상당수 교차 부문에 대한 정책 마련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 등에 대한표준을 개선 및 화

합하고 사회적 영향 및 노동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소 기술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돼야 한다.

‘클린 수소 파트너십’(Clean Hydrogen Partnership)은 그린 수소의 생산·운반·분배·저장과 더불어 특별 목적

의 연료전지 최종사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