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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전 세계 100여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위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개막한 날입니다. 첫 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묘사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냉엄한 선택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세계를 저탄소 시대로 이끄는 ‘역사적 협약’을 만들거나 

기후붕괴와 재앙을 가져올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다짐이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가능한 한 신속한 목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최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5℃ 

제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이고, 2050년까지는 84%

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딜로이트는 그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간한 ‘한국경제 터닝포인트’ 보고서에서는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익과 포괄적인 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독자적인 기후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를 방치할 

경우 향후 50년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각각 178조 달러(24경 원) 및 935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세계경제는 43조 달러(5경 8,000조 원), 한국경제도 2,300조 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탄소 중심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climate-tech, C-Tech) 

개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Leader's Message

Leader's Message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종성 총괄대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기후기술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기술 

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후기술의 R&D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도 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도 기존 사업 

부문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 전환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에 집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와 산업구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수소에너지가 부상했고, 주요국들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공감하고 그 대안으로 기후기술 투자와 수소경제 

라는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딜로이트 인사이트 24호의 테마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는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국가 및 기업의 기후기술 투자, 수소경제 추진 정책  

및 실증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항공, 건설, 에너지 등 주요 산업별 기후기술 투자와 

수소경제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서 있는 

수소경제정책 당국, 연구소, 민간 대기업 수소협의체 사무국, 항공기술업체, 스타트업 등과의 

다양한 인터뷰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기후기술을 정의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기후기술 선도국들의 기술 확보 방안과 상용화 정책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후 

기술로 향하는 전 세계의 대규모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미래를 이끌 신생 기업의 탄생과  

새로운 산업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기술과 수소경제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수소경제정책관으로 임명된 김선기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와 이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까지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민희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센터의 역할과 우리나라 기후기술 산업의 현 수준, 해외 진출 기회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인 ‘Korea H2 Business Summit’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딜로이트 최용호 파트너와 함께 수소의 생산, 유통, 저장, 활용의 전 주기별로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과 특히 수소상용차의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수소기술의 잠재력과 산업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다시 수소경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와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와 정책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50년 전세계 수소 사용량을  

2억5,900만 톤으로 예측하고, 이 예측치를 기준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를 2조 61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되는 수소경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 현실에 맞는 진입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수소 기술 관련 실증사업과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고 수소 

생산에서 활용까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의 성숙도를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과 실증 성과와의 비교분석으로 우리 수소기술의 경쟁력 또한 가늠해 보았 

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실증사업과 지원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수소경제 진입 

방향을 읽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탈탄소화를 주도하며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있는 산업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정체를 겪고 있는 수소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수소차 시장 진입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의 도입 및 전기추진 항공기와 수소 항공기의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각각의 상용화 시기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 미래전략팀 홍성훈 차장과의 인터뷰 

를 통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제언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와 건설부문의 탈 탄소화  

추진 노력과 이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았고, 특히 건설산업부문에서 새로운 공법인  

ZEB(제로 에너지빌딩)와 모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도입 따른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후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대체식품과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을 다뤘 

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는 식량 안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대체식품 시장과 푸드테크 산업 

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체육의 탄소감축효과는 친환경 시멘트 기술 보다 

3배, 친환경 건물 보다 7배, 전기자동차 보다 11배 크다는 분석이 있고, 푸드테크는 식품제조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글로벌 식품업계의 투자와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 

는 2029년 3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푸드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더플랜잇, 티센바이오팜)과의 인터뷰로 우리의 

경쟁력과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s 24호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보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본 호가 기후위기가 촉발시킨 엄중한 국제정세와 불확실한 

사업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기회 포착과 대응전략 마련에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Leader's Message 3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심화된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비용부담 없는 탄소중립 이행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COVID-19 팬데믹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내수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쏟아 부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는 세계 각국의 넷제로 이행을 위한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응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투자만큼 줄어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만큼, 각국의 에너지 정책 초점 

역시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안보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LNG 수급 이슈 등 올 겨울 더욱 심화될 예정인 에너지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 글로벌 

에너지 정세 속에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 어음’이라 명명했던 ‘수소’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대안인가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호모 카보니쿠스 (Homo Carbonicus)’ 

의 시대에서 ’호모 하이드로제니쿠스 (Homo Hydrogenicus)’의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 과정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린플레이션의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설적이게도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불변의 대원칙인 만큼, 미래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노력은 병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EU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를 2021년 발표한 Fit for 55의 40%에서 45%로 오히려 상향시키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추구 

하고 있으며, EU의회 역시 지난 6월 수입하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을 규제하는 내용의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탄소시장 개혁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안정성 강화 및 친환경 

제조설비 구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에 481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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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 그린 보틀넥(green bottleneck, 녹색 병목 현상) 등에 따라 수소 경제의 복잡성이 다소 높아 

진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최고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해 수소 프로젝트의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고정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 내에 글로벌 수소산업 

은 주요 경쟁구조가 공고화되고, 경쟁을 위한 위치 설정 역시 완료될 전망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 

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긴장감 또한 글로벌 

수소기업들이 투자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수소산업은 보조금, 가격보조, 인센티브 등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수혜 범위, 시점 등에 영향을 받는 초기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 ‘수소’라는 점에서, 수소 경제 실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은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규제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탄소중립목표 달성 여건이 매우 도전적인 만큼, 한국에게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번 Deloitte Insights 24호는 단순히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명분을 넘어 성숙기에 진입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실질적인 기회라 할 수 있는 수소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 

의 혁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운송시스템 등 경제 전반, 그리고 외교통상, 경제 및 재정,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하는 과제인 만큼, 에너지 및 산업 구조 변화 환경에서 또 다른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더 나아가 한국 수소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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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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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기후위기에서 시작된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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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The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선보다 1.1°C 높았으며,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 

되는 한 기온은 계속 상승될 것이라 말했다.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 빙하는 계속 녹아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기상이변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1 기후위기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더 빠르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리야다르시 슈클라(Priyadarshi Shukla)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공동의장은 정책과 인프라, 기술을 갖추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2 기존 탄소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 이른바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수소와 같은 대체연료의 사용,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저배출  

및 제로 배출 전기 등 기후기술은 산업에서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기술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기후기술 관련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 

시키고 정부차원에서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장려하고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021년 4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다.3  

금융시장에서도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총자산의 40%를 차지하는 ‘탄소중립 

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청정에너지 투자를 연간 4조 달러(한화 약 4,742조 원) 

로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 달러(11경 8,550조 원)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4  

이미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에너지를 제외 

한 모든 산업 군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에너지 산업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로 그 규모가 무려 1,200%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2021년 

현재 448억 달러로, 불과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기후 관련 투자  

대상이 2021년까지는 대부분은 테슬라(Tesla)로 대표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등 운송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였다.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이 분야의 투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 

업에 대한 투자가 8배 이상 늘어나며 추세가 바뀌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새로운 투자의 대상으로도 기후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기후기술의 중요성

본고에서는 기후기술의 정의와 분류체계, 기후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기후기술에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수소에너지산업에 대해 살펴본 

후, 기후기술 투자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WMO(2022), WMO update: 50:50 chance of global temperature temporarily reaching 1.5°C threshold in next five years
2    IPCC(2022), The evidence is clear: the time for action is now. We can halve emissions by 2030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접속: 2022.11.09), 법안 원문 참고

4    임팩트온(2021.11.08), 블룸버그 회장, 130조달러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GFANZ) 공동의장 합류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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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채운·안세진·민경서(2021), 기후변화 대응 기술 용어 개념의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4), pp. 307-332
6      녹색기술센터(2017),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연구

7      IPCC(2021),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8      녹색기술센터(2019), 녹색·기후기술백서 2019 중 ‘국내외 기후기술 현황’부문 요약 및 편집

9      과학기술연구원(2019), 『기후기술산업통계』통계정보보고서

10    2017년 기후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시, IPCC(2012) 용어집(Glossary)에서는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의 의미를 제시하였음.  
         2016년 8월 발표된 IPCC 기후변화 6차보고서 용어집 mitigation를 완화로 제시된 것과 차이가 있음(녹색기술센터(2017),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연구, 녹색기술센터

11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접속: 2022.11.01), 기후기술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 등 두 가지로 기술한다. 즉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AR4) 제3실무그룹(Working Group-Ⅲ)에서는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수단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6 

자원의 활용을 줄이기 위한 인류의 조정 활동 또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완화

(Mitigation)

적응

(Adaptation)

인간시스템에서 피해를 완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 자연시스템에서 

실제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개입은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기후기술이란 무엇인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기기, 테크닉, 실용적 지식 또는 스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하의 기술집행위원회(TEC)에서 정의하고 있다.5 

IPCC(2021) 용어집(Glossary)7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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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 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분류체계는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녹색기술센터(GTC)가 수립하였다.9 분류체계는 IPCC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감축(mitigation)10, 적응(adaptation)을 사용한다. 그 외에  

기타 감축·적응기술의 구분이 모호한 다분야 중첩부문을 포함한 감축/ 

적응 융복합(mitigation/adaptation convergence)을 추가하여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감축, 적응, 감축/적응 융복합 3개의 대분류 

하위로14개 중분류, 45개 소분류로 구분된다.11  

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감축

적응

감축/ 
적응 

융복합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생산·
공급

발전·
전환

비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핵융합 발전/청정화력 발전·효율화

수력/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해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

수소제조/연료전지

전력저장/수소저장

송배전 시스템/전기지능화 기기

수송효율화/산업효율화/건축효율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Non-CO2 저감

유전자원 & 유전개량/작물재배 & 생산/가축질병관리/가공, 저장 & 유통

수계 & 수생태계/수자원 확보 및 공급/수처리/수재해 관리

기후 예측 및 모델링/기후 정보 & 경보 시스템

해양생태계/수산자원/연안재해 관리

감염 질병 관리/식품 안전 예방

산림 생산 증진/산림 피해 저감/생태 모니터링·복원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저전력 소모 장비/에너지하베스팅/
인공광합성/분류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기타 기술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저장·운송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농업·축산

물관리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건강

산림·육상

다분야 중첩

송배전·
전력 IT

중분류 소분류 범위

기후기술 분류체계8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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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은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비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화석연료로서 ‘자원의 생성량’이 ‘자원의 소비량’ 

보다 적은 에너지로 원자력, 핵융합, 청정화력 등이 포함된다. 비재생에너지분야는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 원인 

이었다. 그러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의 효율성이 아직 제한적인 관계로 이러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비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술적 진보가 많이 진행되어 미래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해 만드는 

에너지로 지속적인 재생이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 한 에너지가 대표적인 신에너지이다. 신에너지에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수소 

는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 전환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로도 잠재력이 우수하다. 

또한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은 연료전지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소형 및 대형 

발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에너지 소비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운송은 전력저장과 수소저장, 송배전·전력 IT기술이 속한다. 

에너지 저장 기술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한 후, 

필요시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이란 

이런 에너지 저장-재공급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미래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핵심기술이다.

전력저장의 경우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저장 방식에 따라 크게 전기화학에너지저장, 기계에너지저장, 열에너지저장, 

위치에너지저장, 화학에너지저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소저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기를 수소로 변환해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고 필요시 수소로 재변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저장 

기술은 수송 및 발전 사업에 있어 수소에너지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다. 

송배전·전력IT 기술은 송전, 변전, 배전망 등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력망 

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력서비스로 크게 송배전시스템과 전기지능화기기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고정

에너지 공급 / 에너지 저장·운송 /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저장·
운송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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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시스템은 송전선로, 변전설비, 배전설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기공급 시스템 

을 말한다. 전기지능화 기기는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의 이용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시스템 및 연계기술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 수요는 수송, 산업, 건축 효율화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

수송효율화 기술은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교통·물류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친환경자동차, 고효율철도, 친환경 선박 등이 수송효율화 

기술에 포함된다. ITS 및 C-ITS의 보급을 통해 도로용량 관리,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기반 구축, 초경량 및 대용량 연료전지 기술 기반 철도시스템, 저탄소·친환경 

녹색선박 및 항만 구축, 탄소 배출 최소화 항만 운영관리 등이 포함된다.

산업효율화 기술은 전력,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일반소비재, 제지, 정유 등 주요산업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이다. 제조업 등의 생산시설에서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공장 자동화가 진화한 형태의 공장 내 

장비, 부품들이 상호 연결 및 호환되는 스마트 공장 등을 포함한다.

건축효율화 기술은 난방, 냉방, 급탕, 취사, 조명, 환기, 가전기기 사용 등 건물의 필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의 패시브(passive) 기술과 건물의 사용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액티브(active) 기술,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에너지 기술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적용 

기술을 의미한다. 건축물 난방 및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 기술, 열원 설비, 공조설비 

등 건축설비 기술, 건축물 운영에너지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적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고정은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하는 방법과 대기에 배출 

되기 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하는 방법 

은 작물과 같은 식물을 이용해 고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나, 배출 전 

회수의 경우는 현재 포집, 저장, 전환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비(非)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이 이에 

속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은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및 석유화학 

공장과 같이 화석연료 연소 및 특정 공정 중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활용하거나, 수송하여 지하의 안전한 지층에 저장하여 대기 

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석유나 천연가스 

의 회수증진에 활용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분자 

나 액체연료 등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재활용적 격리기술까지 포함한다. 비이산 

화탄소 고정화기술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거나 온난화 

유발효과가 없는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과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기술, 발생되는 비이산화탄소 물질을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효율로 회수, 재활용, 

파괴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4

농업·축산 분야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원을 확보 

하고 품종 개량과 재배 및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다. 가축 질병 및 병충 

해 예방, 적절한 유통 가공 기술도 여기 속한다. 관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을 효율 

화함으로써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유전자원·유전개량 기술은 품종 

개선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전략형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농작물 및 육류의 대체식량자원 발굴이 이에 속한다. 작물재배·생산 기술 

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 및 물 부족 지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및 생산 

기술을 말한다. 포장에서의 재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개, 시비, 육묘, 작물보호 및 

생산과 수확 전반에 걸친 기술을 포함한다. 특히 식물공장, 스마트팜처럼 IT와 접목한 

융·복합 기술까지 다룬다. 가축질병관리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의 건강, 생산성 

향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질병발생 예측과 분석, 사전예방, 방역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곤충, 철새 등 질병매개체의 생태변화 연구도 질병관리 기술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가공·저장·유통 기술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에너지 저감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영향 예측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있다.

물관리는 지구상에 한정된 물을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 

려는 기술을 말한다. 과거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보전하고 확보하려는 수질오염 제거 

및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의 국지화·비평준화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의 효율적 확보 및 

저장기술, 국민생활권 주변 수생태계의 필요성·중요성 증가로 인한 물 관련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술, 강우패턴의 변화로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물에 의해 발생된 

재해·재난 방재 기술이 물 관련 기술에 포함되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기후 

모델링을 통해 미래 기후를 예측하고 대응체계를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대기 과학계 

에서는 대기, 해양, 지면, 식생 등을 포함한 지구시스템 모델을 이용해 인위적인 요소 

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또한  

극한 기후 경보 기술, 기후변화와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경보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연안 관련 기술은 해양을 생물과 무생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보는 해양생태계 분야와 해양에서 인간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산자원 

분야, 그리고 해양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연안공간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안 

재해관리 분야로 나뉜다. 해양생태계 분야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물관리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농업·축산 물관리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건강 산림·육상

적응

농업·축산



2022  No.24

15

에 관련된 기술이 속한다. 수산자원 관련 기술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생물 

생태학적 정보를 밝히는 기술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 

한다. 최근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에 따라 

주요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은 감염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기 대응기술인 감염질병 

관리와 식품안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환경 요인 분석 및 위해 예측 및 이에 

대한 안전확보 기술을 포함하는 식품안전예방으로 나뉜다. 

산림·육상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과 육상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생물의 다양성과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성을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기회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림과 육상생태계의 기후변화 취약분야에 대한 적응기술로는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영향예측 모델개발 및 취약성 평가, 산림 피해 저감기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복원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다분야 중첩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기술과 함께 모바일 및 홈, 

빌딩 등의 저전력 소모장비, 주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이산화탄소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연료로 생산하는 인공 광합성 등 그 외에 

분류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기타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13  

감축/적응 융복합은 IPCC 용어집에서는 별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의 진보성에 의한 신기술 출현 및 학제 

간의 융합으로 융·복합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기술 분류체계 수립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대분류이다.12 

다분야 중첩기술이 이에 속한다.

12    과학기술연구원(2019), 『기후기술산업통계』통계정보보고서

13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접속: 2022.11.01), 기후기술 분류체계-다분야 중첩

건강

산림·육상

다분야 중첩기술

다분야 중첩기술

감축/적응 융복합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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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준 총 55개국이 명확한 목표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문서화 또는 법제화 

했다. 탄소중립의 주요 목표연도로 주요국들은 2035~2060년 사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앞으로 30년 내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은 필수적이다. 이에 주요국 

은 기술의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지원폭의 확대 및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행정부 취임 첫 날인 2021년 1월 20일 파리 

기후협정 복귀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에 도달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15  

경기부양책으로 발표된 '인프라 투자계획'(The American Jobs Plan, 

’21.03.31)16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R&D와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 투자에 약 2천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된 '일자리 창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혁신계획'(American Innovation Effort  

to Create Jobs and Tackle the Climate Crisis, ’21.02.11)17에서는 

주요 10대 기후혁신 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술은 ①탄소중립 건물 

②1/10 비용저감한 에너지저장시스템 ③최첨단 에너지시스템 관리기술  

④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⑤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⑥온실 

가스 효과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⑦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 

화 ⑧無탄소배출 수소 ⑨CO2 토양 저장기술 ⑩CO2 직접 포집 기술

(DAC)이다. 우선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해 에너지부(DOE)

의 에너지 첨단연구 프로젝트 사무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A-E)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국 기후기술 정책 동향

자료: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14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1호

15    국회예산정책처(2021), 바이든 행정부 기후,환경정책 분석

16    국회예산정책처(2021), 바이든 행정부 기후, 환경정책 분석

17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① 탄소중립 건물

⑤ 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② 1/10 비용 저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⑥ 온실가스 효과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③ 최첨단 에너지 시스템 관리기술

⑦ 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화

④ 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⑧ 無탄소배출 수소

⑨ CO2 토양 저장기술

⑩ CO2 직접 포집기술(DAC)

미국 10대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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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비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상풍력 에너지 프로젝트'(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to Create Jobs, ’21.03.29)’ 착수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30기가와트 

까지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2050년까지 110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며 77,000개의  

해상 풍력 일자리와 57,000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백악관은 전망했다.18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22.08.16)의 경우 법령의 제목 

과는 달리 사실상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대응 투자법안이다. 미국은 

법의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청정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전기화(electrification), 주택 및 건물 개량 지원 등에 총 

3,690억 달러의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20

인센티브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

청정전력 투자($509억)
ㆍ생산세액공제($112억)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

에너지부

대출 보증($43억)

주요내용

단위: 미화 달러

전기차ㆍ배터리 및 관련 소재ㆍ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 등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 (예)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 미국내 건립·확장 시 세액공제 혜택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북미내 최종조립, 우려 외국법인 배터리가 미장착된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달러, 광물요건 충족 시 3,750달러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전기ㆍ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ㆍ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18    The White House(2021), FACT SHEET: Biden Administration Jumpstarts Offshore Wind Energy Projects to Create Jobs
19    한국은행(2022), 미국 상원, “인플레이션축소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의결내용

20    산업통상자원부(2022),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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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행정부가 제출한 2023 예산안에도 기후기술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였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예산21 

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연구 

개발 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무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

에 4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비 26% 증가 

한 것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활용 

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리더십 구축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 첨단연구프로젝트 사무국(ARPA-E)

의 예산은 전년 4억 5,000만 달러에서 56% 증액한 7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2022년 요청한 5억 달러22보다 

2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혁신" R&D를 포함하도록 기관 범위를 확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화석 에너지 및 탄소 관리(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부문은 예산을 

8% 증가하였으며, 메탄 완화 및 탄소 포집·운송·저장

(CCUS) 및 전환에 추가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과학재단(NSF)의 예산에서는 기후 변화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기후과학 및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포트폴리오에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출하였다. 이외에도 기후복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2023년 예산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투자를 위해 총 450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2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2), 美 행정부, 2023년 예산 요청안 발표

22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접속: 2022.10.27), Federal Science Budget Tracker
23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터

24    '법제연구원(2022), [번역자료집]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녹색성장전략'의 용어사용

25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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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합혁신전략 2019’ 및 ‘2050 장기저탄소발전 

전략'(LEDS)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21일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전략’을 수립하였다.23 주요내용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39개 민관기술 연구개발에 10년 간 30조 엔 기금 

을 조성하며, 2050년까지 혁신적 기술 확립을 목표로  

5개 분야 16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16개의 기술 중 온실 

가스 배출 감축량이 크고 일본의 기술력에 의한 공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9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별 목표, 

기술개발 내용, 요소기술 개발에서 실용화 실증개발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행 체계를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은 14개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 

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에 2조 엔 녹색혁신기금24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25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의 14개 주요 

산업분야를 선정해서 산업분야별 2050년 목표를 수립 

하고 연도별/도입단계별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녹색혁신 

기금의 주요 에너지분야별 규모는 차세대 태양 전지에 

498억 엔, 해상풍력에 1,195억 엔, 수소 3,000억 엔이다. 

유럽26의 경우 독일의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 2030', 영국의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 

계획'(10 point Green Industrial Revolution Plan), 프랑스의 ‘프랑스 회복 계획’(Le plan France Relance)과 

'프랑스2030'(France2030)이 있다. 독일의 ‘기후보호프로그램2030’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부분에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중점기술로 수소, 배터리셀, 합성연료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설정에 따라 기후행동프로그램에 2022년부터 즉시 8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였다. 영국의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은 전력, 건물, 산업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시스템, 프로세스 상용화를 위하여 10억 파운드 규모의  ‘탄소중립 혁신 포트폴리오'(Net Zero Inno- 

vation Portfolio)를 수립하였다. 포트폴리오는 10개의 중점 기술로 차세대 해상풍력, 원자력 첨단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저장 및 유연성, 바이오 에너지, 수소, 주택, 직접 공기 포집 및 온실가스 제거기술(GGR),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산엽용 연료 전환, 파괴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프랑스는 경제 복구 계획인 ‘프랑스 회복 계획’에서 탄소 

중립 관련 기술개발은 ‘생태'(Ecologie) 요청 항목 부분에 해당된다. 관련 예산 1,000억 유로 중 300억 유로는 

’생태’의 녹색 경기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래투자전략으로 발표한 '프랑스2030'의 10개 목표 

중 6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였다.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점진적 축소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본 계획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와 폐기물 관리개선에 10억 유로를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와 함께 풍력, 태양광 등에 5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철강, 시멘트, 화학공정 상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디지털 및 로봇기술 등을 산업 탈탄소 

화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0만대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및 최초의 저탄소 항공기를 생산 

하겠다고 했으며, 디지털, 로봇, 유전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고도 밝혔다.

26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과 ‘녹 

          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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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원 제도 및 지원 기술

국가

일본

혁신적 
환경이노베이션전략

(2020년 1월)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2021년 6월)

지원제도 주요 기술 및 내용

에너지전환 
(약 300억 톤 감축)

• 주력전원으로 재생에너지 채택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전력망 구축

• 저비용 수소공급망구축

• 혁신적 원자력 기술 및 핵융합의 실현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및  
탄소자원화를 고려한 저비용 CO2 회수

수송 
(약 110억 톤 감축)

산업 
(약 140억 톤 감축)

업무·가정·기타·
횡단영역 

(약 150억 톤 감축)

농림수산업·
산림흡수원 

(약 150억 톤 감축)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

• 다양한 접근법의 그린 모빌리티 확립

• 화석자원의존에서 탈피(재생에너지와 수소의 활용)

• 탄소자원화 기술에 따른 이산화탄소 연료화 등

• 최첨단 온실가스 저감기술활용

• 빅데이터, AI, 분산관리 기술 등을 이용한  
도시 관리 변화

• 공유경제에 따른 에너지 절약/재택근무/ 
일하는 방식개혁, 행동변화촉진

• GHG 저감효과 검증에 기여하는 과학적 지식의 내실화

• 최첨단의 바이오기술 등을 활용한 자원이용 및  
농지, 산림, 해양의 CO2 흡수·고정

• 농축산업에서 메탄·이산화질소 배출 감축

• 농림수산업에 재생에너지 이용 및  
스마트농림 수산업

• 대기중 CO2 회수

① 해상풍력·태양광·지열(차세대재생가능에너지) 
② 수소·연료암모니아 ③ 차세대 열에너지 ④ 원자력

⑤ 자동차·축전지 ⑥ 반도체·정보통신 ⑦ 선박 
⑧ 물류·인류·토목인프라 ⑨ 식료·농림수산업 
⑩ 항공기 ⑪ 탄소리사이클

⑫ 주택·건축물산업·차세대전력관리 ⑬ 자원순환 
⑭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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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2019년 9월)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2020년 11월)

프랑스2030(France2030) 
(2021년 10월)

프랑스 회복 계획

(Le plan France Relance)」 中
생태(Ecologie) 요청 항목

(2020년 9월)

지원제도 주요 기술 및 내용

교통

• 전기자동차 확대, 철도 네트워크의 전기화 및 디지털화, 
연료전지 기반 수소 대중교통, 대형화물차량 등 첨단 바이오 
연료 생산

에너지

산업

연구개발

• ’30년까지 총 전력소비의 6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 (열병합발전) 석탄화력 CHP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확대 

• (에너지 효율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기여

•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 방출 방지 

• 배터리셀 기술에 대해 최대 30억 유로 투자

• 산업 에너지 효율화산업의 재료 및 자원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중점기술로 수소, 배터리셀, 합성연료를 선정

• 차세대 해상풍력, 원자력 첨단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저장 
및 유연성, 바이오 에너지, 수소, 주택, 직접 공기 포집 
및 온실가스 제거기술(GGR),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CCUS), 산엽용 연료 전환, 파괴적 기술

• 소형 모듈형 원자료(SMR) 개발

• 그린수소 연료전지 생산가능한 발전소 건설

• 저탄소 항공기 생산

•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디지털 및 로봇 산업 활용

• 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풍력 등)

• 건물 에너지혁신, 산업탈탄소화,  
녹색교통(저탄소 철도기술 개발), 녹색수소

출처: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녹색기

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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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술은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과 그린뉴딜 등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반 기술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과기정통부-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지원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기술의 발전을 위해 1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2021년 3월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전략적으로 확보할 10

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10대 기술은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그린뉴딜 등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반 기술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정부 

는 ‘기술혁신으로 3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을 목표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기술별 목표 설정 및 현황과 이슈에 대응할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R&D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법제 정비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7 이에 

2021년 4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되었고 같은해 10월 

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을, 기후기술 협력정책 지원센터에 녹색기술센터를 각각 지정하였다.28 

주요국 및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 단계를 지나 

이행 단계로의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기술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도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국의 기술정책에는 수소, 

수송관련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공통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해당 기술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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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탄소 포집·
활용·저장 기술 

(CCUS)

태양광

풍력

정의 기술 전략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조절기, 직교류 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로터블레이드에서 흡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술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술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열·발전 또는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온실가스 대배출 자원을 사용하는 기존공정을 온실가스 
저배출·무배출의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철강·시멘트 
제조로 전환하기 위한 소재·부품·공정·장비·설비기술

탄소중립 新화학산업 구축을 위한 저탄소 원료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정에너지 저감, 부생자원 전환 
등 석유화학 산업 공정 전반의 탄소 저감 기술

공정 중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F-gas, N2O 등)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개발, 공정 최적화·제어·관리 및 배출가스 처리 기술

수송 모빌리티(승용·상용차, 철도, 선박 등)의 활동 시, 
전기/수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달성

건물의 단열, 냉/난방 기기 효율화, 부하 저감 등의 단위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건물의 전력·열 이용 다변화, ICT 
기반 에너지관리 등의 건물 운영 및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넷제로 건축물 및 커뮤니티 구현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ICT를 활용하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측/운영/제어/관리를 최적화) 및 ICT 
기기(장비/디바이스)와 인프라 효율 향상 관련 기술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심부 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직접 또는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중국 저가화 공세 대응 →
초고효율화 및 응용처 확대

기술경쟁력 저조 극복 → 
육·해상 대형풍력 국산화

탄소중립 핵심수단 → 
단가저감, 안정적 공급기술 확보

보급·활용 저조 극복 → 
다양한 연료기술 경제성 확보

탄소배출 비중 高 → 
(단기)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장기)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공정 효율향상은 한계 → 
저탄소 원료, 공정 전기化 기술확보

高GWP 공정가스 사용 →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저감효율 80%→(’40)95%

성능 경쟁 심화 대응 →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확보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확보

전력소비 증가 → 
ICT 고효율화, 차세대전력망 확보

경제성·상용화 불확실성 → 
혁신소재·대형화 개발 및 실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총괄;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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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및 한국탄소중립 관련 중점 R&D 기술 및 투자규모 요약표

자료: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Deloitte 
Insights 재구성

구분

주요
정책명

• 일자리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혁신계획 
('21.2월)

• 미국 일자리 
계획('21.3월)

• ARPA-E $1억
• ARPA-C 설립

$150억
• 기후변화연구

$50억
• 에너지기술 

실증 $150억

• 저탄소배출
• 수소

• 부유식 
해상풍력

• 바이오연료/
제품

• 1/10비용 ESS
• 대규모 에너지 

저장
• 최첨단 ESS

관리기술

• 無온실가스 
냉매, 공조,
히트펌프

• 철강,콘크리트,
화학공정 
저탄소화

• 탄소중립 건물 

• 저탄소항공기
• 선박연료
• 저비용/저탄소 

차량(전기차)및 
교통시스템

• DAC

• CO2 토양 
저장기술

• 원자력(SMR)
• 희토류 

원소분리
• 양자컴퓨팅

•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녹생성장 
전략('21.6월)

•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2조 
조성

• 수소
• 연료암모니아

• 해상풍력
• 태양광
• 지열

• 축전지
• 주택·건축물·

차세대전력 
관리  

• 반도체·
정보통신

• 식료·
농림수산업

• 주택

•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물류, 인류,

토목 인프라

• 탄소리사이클

• 차세대 원자력
(SMR, HTR 등)

• 차세대 열에너지
• 자원순환
• 라이프스타일

•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 
('19.10월)

•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 '22년
€80억 조성

• 그린수소
• 수소저장 및 

운송
• 메탄열분해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

• 에너지그리드
• 에너지저장
• 디지털화
• 배터리공급 

체인역량 구축

•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 난방시스템
• 건물신축/개조
• 미래건축

• OME 활용 
합성연료

• 육상/해상/
항공 
혁신기술

• DAC
• 산업 CO2 

활용

• 토양
• 에어로졸,

클라우드 및 
미량가스 
연구

• 녹색산업 
혁신에 대한 
10대 
중점계획
('20.11월)

• 탄소중립 
혁신 
포트폴리오
￡10억 조성

• 수소

• 차세대 
해상풍력 
(부유식)

• 바이오에너지

• 에너지저장

• 산업용 
연료전환

-

-

• DAC 및 
온실가스 제거

• CCUS

• 첨단 모듈식 
원자로(SMR)

• 파괴적 기술

• 프랑스 회복 
계획('20.9월)

• 프랑스2030 
('21.10월)

• 생태 €300억
• 에너지산업

€80억
• 수송분야

€40억
• 농식품분야

€20억

• 그린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 수전해수소

• 풍력
• 태양광

-

•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의 
탈탄소화

• 에너지효율화
• 산업공정 

전기화

• 건물 에너지 
혁신

•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 저탄소 철도/
항공기

-

• 혁신적 
원자로(SMR)
및 폐기물 
관리개선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21.3월)

-

• 수소생산
• 수소저장·운송
• 연료전지
• 수소활용
• 수소복합발전

• 태양광
• 풍력
• 해양
• 바이오에너지
• 신재생 융합

• 디지털 
수요관리

•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저장

• 철강
• 시멘트
• 석유화학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산업효율향상

• 건물효율향상

• 수송효율향상

• CO2 포집,
저장, 활용

• 핵융합
• 기후예측·

모니터링
• 수질환경·

수자원관리
• 흡수원 강화

R&D
투자금액

(계획 포함)

신
에너지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관리중
점

R
&
D

기
술

산업

건물

수송

CCUS
등

기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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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 전환 투자 및 기후기술 기업 투자 

단위: 미화 10억 달러

자료: BloombergNEF(2022) 2022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파리협정 이후 2021년까지 139개29 국가가 현재 탄소중립 실현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에너지 시스템 분산화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어 

에너지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  

블룸버그NEF(BloombergNEF)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투자금은 7,550억 달러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부문은 풍력, 태양열 및 기타 재생 에너지 분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3,66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전기 

운송으로 2,7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 부분은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2021년에 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기술 기업은 총 1,6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중 2/3가 주식 시장을 통해 에너지와 교통 

부문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31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후기술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7조 2,914억 원으로 에너지 수요,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가 전체 투자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수송, 건축, 산업공정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분야인 에너지 수요가 2조 290억(27.8%)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저장 1조 8,973억 원(26.0%),  

재생에너지 1조 4,231억 원(19.5%) 순으로 나타났다.32

기후기술, 어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가

29    Net Zero Tracker(접속: 2022.10.27.), NET ZERO NUMBERS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31    BloombergNEF(2022), Global Investment in Low-Carbon Energy Transition Hit $755 Billion in 2021
32    녹색기술센터(2021), 2020년도 기후기술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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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현지시간) 발표된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 전망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22)33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발표를 

참고해보았을 때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는 현재보다 50% 높은 2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의 증가로 인해 청정에너지 시장은 기회이자 국제 경쟁의 주요 

장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의 연간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수준보다 2.5배 증가하는 반면 

전기 자동차 판매는 7배 증가할 것이다. 에너지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 

베이션'(Energy Innovation)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재생에너지 업계가 호황을 누릴 것이며, 2030년 말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이 배가되면서 미국내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34 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2030년 말까지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이 2배로 늘고, 전체 전력공급량 대비 청정 에너지 비중이 72~85%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청정에너지 투자

단위: 미화 조 달러

자료: IEA(2022)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33    IEA(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34    한국무역협회(2022), 미 재생에너지 업계, 인플레감축법 수혜로 호황 전망

선진국 중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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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중국이 대규모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 소비가 연내 정점을 찍을 것 

이라 보았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재생 에너지 배치의 가속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10년 동안 EU의 천연 가스 

및 석유 수요는 20%, 석탄 수요는 50%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상황의 시급성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에너지 시장은 재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석탄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증가로 인해 화석연료의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다. 

2021~2030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량 변화

단위: 테라와트시(Twh)

자료: IEA(2022)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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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 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IEA가 

발표한 '2022 글로벌 전기차 전망'(Glo- 

bal EV Outlook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EV) 판매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60만대를 기록했다. 2012년에 전 세 

계적으로 단 12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면, 2021년에는 매주 그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거의 10%가 전기 자동차였으며, 이는 2019년 시장 점 

유율의 4배이다. 2021년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수는 2018년의 3배 

인 약 1,650만 대가 되었다.35 

전세계 전기자동차 수 추이

자료: IEA(2022), 2022 글로벌 전기차 전망(Global EV Outlook 2022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단위: 백만 대

35    IEA(2022), Global EV Outlook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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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로 정책으로 인해 더 확대 

될 전망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그룹)들도 친환경자동차로의 생산전환계획을 제시하는 추세 

이다.36 2022년 EU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정책을 승인했다. 

이로써 2035년부로 유럽에서 휘발유·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중단된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이미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2030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종료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7 미국의 경우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자동차와 트럭의 신차 판매 비중이 2030년 

40~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사도 공동 성명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 현대차, 일본 토요타 등도 지지 의사 

를 전했다.38 

2022년 8월 25일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

(CARC)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경제 규모(GDP)가 3조 달러에 달하며, 미국전체 

GDP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경제 규모인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은 자동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에서도 본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출 

가스 제로 차량의 생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주와 매사 

추세츠 주가 이미 캘리포니아를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39

36    국회예산정책처(2022),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37    동아일보(2022.08.25), 美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세계 첫 판매 금지

38    동아일보(2021.08.06), 바이든 “2030년 美신차 절반은 전기차로”…테슬라는 안 불러, 동아일보

39     조선비즈(2022.08.26), 美 경제규모 1위 캘리포니아,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세계각국, 
내연기관 차량판매 중단 
발표 잇달아…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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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구분

국가별

기업별

노르웨이 2025년 신규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유럽연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프랑스 2040년 내연기관차(승용) 판매 금지 발표

캐나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퀘벡은 2035년부터)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21.8.) 2030년 신차 50%를 
전기·수소·PHEV 로 하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 발표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명령)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발표

중국
2035년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 (하이브리드차 허용)
「신에너지차산업 발전계획」(’20.11.)을 통해 2035년 순수전기차를 
신차판매 주류로 만들고, 모든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화 발표

현대차
(유럽시장) 2035년 100% 전동화

(한미시장) 2035년 상용, 2040년 전차종 전환

GM 2035년 내연기관 중단, 전기차 생산

포드 2030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메르세데스벤츠 2030년까지 50% 이상 전기차, 2039년 전 차동 전동화

폭스바겐 그룹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 출시

BMW 2024년까지 독일내 내연기관 엔진 생산 중단

덴마크·네덜란드·
스웨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발표

주요발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 분석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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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치 정책과 기업들의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NEF(Bloomberg NEF)40에 따르면 승용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2021

년 660만 대에서 2025년 2,060만 대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이는 블룸버그 NFT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25년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인 1,068만 대41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 그로 인해 2025년까지 승용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 

점유율의 6%를 차지해 총 7,700만 대의 승용 전기자동차가 운용될 

것으로 보았다. 전기 버스는 계속 성장하여 이미 신차의 4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버스의 18%가 전기차로 운영되고 있다. 2040

년이 되면 전기버스는 175만 대로 성장해서 전체 버스의 62%를 차지 

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수소연료버스도 국가의 지원으로 늘어 

날 것이라 보았다.

40    Bloomberg NEF(2022), Electric Vehicle Outlook 2022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승용 전기자동차 판매, 
2021년 660만 대 →
2025년 2,060만 대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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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기후기술 지원책을 보면 수소 

에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기술 중 수소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소는 우주 

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다. 수소에너지 

는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4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 요구와 기후 목표를 일치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거나 화석 기반 수소 생산을 재생 

가능한 수소로 전환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인 것이다. 국제 

수소시장의 발전은 에너지 공급자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계 각국이 수소를 에너지 

전략의 중심에 두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또한 수소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로드 

맵 아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는 수소차·연료전지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제시되어 있다.43  

2020년 2월 수소법 제정 후 2021년 2월 법의 시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IEA44의 2022 글로벌 수소리뷰(Global Hydrogen Review 2022)

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전체 수소 수요는 9,400만 톤으로 이전 

연간 최고치인 2019년 9,100만 톤을 초과했다. 수소 생산의 3대 공급 

원료는 천연가스(62%), 석탄(19%), 나프타 개질 부산물(18%)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이는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IEA는 탄소 저배출을 목표로 한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에서 희망 

을 본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모든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2030년까지 

저배출 수소의 생산은 전기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9~14메가톤 

(Mt, 1Mt=100만 톤), 화석연료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를 이용해 추출된 수소 7~10메가톤으로 모두 연간 16~24메가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2    KDI(2021), 수소에너지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

43    코트라(2022), 주요국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44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수소 에너지 산업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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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 대한 응용분야 중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철의 환원에 순수 수소를 사용하는 첫 번째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최초의 열차가 독일에서 운행되기 시작 

했으며, 운송에 수소 및 파생물을 사용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프로 

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 발표된 수소 및 암모니아 사용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잠재적 용량이 거의 3.5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모든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다면 저배출 수소 

생산은 2030년까지 연간 1,600만~2,400만 톤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재생 에너지로 작동되는 전해조에서 나온다. 모든 프로 

젝트가 완료되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수소는 2021년 0.5기가 와트 

에서 2030년 최대 290기가 와트로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기술의 공통 표준, 규정 및 인증 개발 

등의 과제가 아직 산재해 있지만 매력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산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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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에 투자된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 동향

자료: 피치북(2022) ;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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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개발이 가속화와 더불어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자금유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자업계와 

기업들은 미래수익을 내기 위해 기후기술로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벤처 업계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벤처투자 혹한기인 최근의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 리서치 전문기관인 프레킨(Preqi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재가 -78.3%로 가장 낙폭세가 컸고 그 뒤로 

금융(-59.9%), 헬스케어(-54.8%), 경기소비재(-50.8%), 산업재(-48%), IT(-37.5%), 커뮤니케이션(-29.1%) 순 

이었다. 에너지 산업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로, 전년보다 규모를 1,201.9% 키웠다.45

피치북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후기술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2019년 148억 달러에서 2020년 221억 달러, 

그리고 2021년 448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2년 만에 3배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46 투자건수 또한 2019년 

762건에서 2021년 1,130건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투자 기업도 주목할 만하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 미국 벤처캐피탈의 기후 관련 투자대상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트렌드를 볼 수 있다. 2021년까지 투자 

대상 대부분은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등 운송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였다. 하지만 2022

년에 접어들면서 운송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8배 이상 늘면서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47 

기후기술 투자시장 동향 및 전망

45    인베스트 조선(2022.06.20), 벤처 투자 혹한기에도 햇볕 받는 '기후테크'
46    헤럴드 경제(2022.07.29), 지난해에만 60조 쏠린 기후테크 스타트업…빅딜 싹쓸이

47    테크M(2022.09.09),[탄소중립과 혁신Ⅱ] (4)글로벌 그린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와 녹색 성장

투자금액(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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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증가세이다. 

아마존은 2020년 6월에 20억 달러 규모의 ‘기후서약펀드’(The Climate Pledge Fund)

라는 벤처투자 기금 설립을 발표48하였다. 아마존은 당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벤처투자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의 펀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Amo- 

gy), 농업기술회사인 히포하베스트(Hippo Harvest) 등 13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1월에 1975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 전체를 

제거하고 더 많은 탄소까지도 제거하는 이른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전략 

을 공개했다.49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기업이 될 것 

이라 공언하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기금'(Climate- 

Innovation Fund) 조성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140만 톤의 탄소 제거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2022 회계연도에는 150만 톤의 탄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목표 

로 하고 있다.50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5년 기후기술 투자 펀드인 브레이크 

스루에너지(Breakthrough Energy)를 설립했다. 브레이크스루에너지51는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제조(30%), 전기(26%), 농업(21%), 운송(16%), 건물(7%)을 기후 

변화의 5대 과제로 명명하고, 5가지 분야에서 기후 오염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캐털리스트(Catalyst) 프로그램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함께 모아 

중요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상업 단계의 시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레이크스루에너지는 EU와 영국 등 세계 각국과의 투자 지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기후변화 완화에 투자하던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지난 10월 

‘기후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52 기후 

적응을 투자 카테고리에 추가하고, 청정기술 스타트업들이 공장 건설과 기술 확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투자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의 기후기술 관련 투자시장은 아직 해외 시장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기후기술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 출시 및 벤처 투자조합 결성 등 관련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6곳은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53상품을 출시하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수소관련 ETF와 같이 세분화된 친환경 ETF부터 

전반적인 클린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까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ETF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54  

48    Amazon(접속:2022.10.27), The Climate Pledge Fund
49    동아사이언스(2020.01.17), MS "탄소네거티브로 간다" 혁신기업들 기후변화 대응전략 잇따라 발표

50    마이크로소프트 보도자료(2022.3.28), 마이크로소프트 탄소 네거티브 선언 2주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51    브레이크스루에너지 홈페이지(접속: 2022.10.26)
52    MIT Technology Review(2022.10.28), 빌 게이츠의 기후 펀드, ‘기후적응’으로 투자 확대

53    KB자산운용의 KBSTAR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KRX 
        기후변화솔루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신한자산운용의 SOL KRX기후변화솔루션 ETF,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 ETF 이상 총 6개

54    뉴시스(2021.11.01), KB자산운용, 기후변화 솔루션 ETF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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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펀드의 구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5000억 규모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수소펀드

해외 법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5개국)

글로벌 금융사 네트워크

*현재 논의중인 GP 및 LP 이며 향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있음

또한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55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했다.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해 10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

와 함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혁신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지원을 

한다.

55    산업통상자원부(2022), 5,000억 규모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미래에셋그룹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국내외 LP*국내외 GP*

글로벌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투자 全과정 Support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투자기회제공(공동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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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관련 지원은 정책자금 위주로 시행되어왔으며, 민간 주도의 기후기술 벤처 투자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기후기술 투자에 특화한 국내 최초의 민간 벤처캐피털 펀드는 작년 말에 결성되었다. 임팩트 

벤처캐피털 인비저닝파트너스는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펀드'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768억 원 규모로 

결성하였다. 이 펀드는 지난해 9월 667억 원 규모로 1차 결성을 마무리한 이후 대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결성 3개월 만에 101억 원을 증액해 결성됐다.56 이 펀드에는 한화솔루션, GS, 무신사 등 민간기업들이 출자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지난 4월 국내 초기 

기후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57 

기후기술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2000년대 클린테크 1.0의 재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당시 250억 달러의 벤처자금의 투입되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전기차는 너무 비쌌고 기술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테슬라

(Tesla)는 정부 융자를 받기도 했다.58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지금의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이다. 테슬라(Tesla), 비욘드미트(Beyond Meat), 인디고 애그리컬처

(Indigo Agriculture) 등은 기후기술을 연구해 기업 가치가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59 

이다. 기후기술로 향하는 막대한 자본이 기후기술 분야의 새로운 유니콘을 탄생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56    한국경제(2022.04.11), 돈 몰리는 기후테크 벤처펀드…1년 만에 두 배 증가

57    플래텀(2022.04.11),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

58    임팩트온(2022.6.21), 클린테크, 15년 전처럼 후퇴할까

59    스타트업투데이(2022.05.13), 스타트업 투데이’기후 위기 해결 나선 녹색 스타트업…‘기후테크’ 앞세워 급성장

기후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38

기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다

폭염으로 전세계가 전례 없이 뜨거운 한 해였다. 영국은 

363년 만에 40℃가 넘는 최고 기온을 찍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때이른 3월에 폭염으로 시달렸다. 가뭄 피해 

도 잇따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일부지역은 1200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1958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작물 생산에 차질이 

생겼으며, 독일은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지난 10월 중국은 처음으로 폭염 

주의보와 한파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하기도 했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다. 유럽환경 

청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 손실액은 최소 4,500억 유로 

(약 612조 원)에서 최대 5,200억 유로(약 70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 벨기에 루뱅대 재난역학연구 

센터가 올해 상반기 주요국에서 나타난 이상기후 피해 

액을 산출했더니 피해액 기준 상위 10건의 피해액만 

356억 달러(약 5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역적으로는 호주와 중국이 홍수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를 입었고, 미국은 폭풍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피해액만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2 

앞으로 기후이변은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일상에의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정책을 수립하고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기술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필수적이 

박민희 국가기후기술정책 센터장 l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혜련 Manager l Deloitte Insights

I n t e r v i e w

Interviewee

Inter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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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고려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도전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후기술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본 인터뷰에서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싱크탱크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민희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장과 함께 

우리나라 기후기술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해외협력과 해외시장진출 현황, 정책지원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연합뉴스(2022.02.03), 유럽 40여년간 극단적 기상이변 탓 700조원 손실

2    중앙선데이(2022.10.22), 이상기후가 부른 공급망 위기] 더 잦고 더 세진 기상이변, 지구촌 곳곳 폭풍·폭염·가뭄·홍수…상반기만 최소 51조원 손실

3    녹색기술센터(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Q.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후기술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에너지기술 연구원의 역할 

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간 기후·에너지 기술 선도기 

관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확보에 리더십을 

발휘해왔으며, 특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기후기술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전담기관으로 2022년 1월 6일 지정되었 

습니다.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의 국가 정책·전략 수립 

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후 

기술과 관련해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주요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개발 연구, 정보 

분석, R&D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기후기술 로드맵 등 기후 

변화대응 기술정책 수립 지원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R&D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기획을 지원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협의체 등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후기술법에 근거하여 ‘제1차 기후 

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본 계획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R&D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에너지, 

환경 등 다수의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산학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방면 

으로 수렴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소기술 미래전략' 수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 

전략'은 수소 로드맵 발표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수송, 발전,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단·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와 방향 

을 제시하려 합니다. 

[인터뷰] 기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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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주요 기후기술 중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9월에 기후변화대응 기술(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본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 수력, 수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석탄 액화·가스화, 원자력, 핵융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 수소, 바이오매스, 폐자원

• 에너지의 생산·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 

적화하는 기술: 발전효율, 산업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메탄 처리, 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탄소흡수원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

저장·전달·소비하는 기술: 전력 통합, 열 통합,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기후변화 예측

• 기후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취약성·위험성 조사·분석·진단하는 

기술: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 

하는 기술: 건강, 물, 국토·연안, 농축수산, 산림·생태계, 산업·에너지 부문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2021년 12월에 발표된 ‘2020년 기후기술 산업통계’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중, 온실가스 감축 산업이 90%

를 상회하고, 기후변화 적응 산업은 10%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축 산업에서는 수송효율화, 산업효율화, 

건축효율화 등 에너지 수요 부문의 매출액이 59조 원(35.0%)으로 가장 큽니다. 전력저장, 수소저장 등 에너지 

저장 부문은 43조 2,368억 원(25.6%),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은 20조 4,973억 원(12.2%), 수소제조,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부문은 11조 5,395억 원(6.8%) 순서로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응 산업에서 

는 수생태계,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수재해 관리 등 물 분야의 매출액이 10조 3,702억 원(6.1%)로 가장 큰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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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별 매출액 비중

기후기술 산업 내 부문별 매출액 분포 현황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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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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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이 특화되고 있는데, 이러 

한 변화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및 

수소 경제 기후기술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요?

2022년 7월 발표된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 

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국정 

과제3)를 위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향상하고, 원전  

수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국정과제 21)에 

서는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안정적 청정 

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으로 녹색경제 전환(국정과제 86)에서는 2030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테크, 환경 IoT등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 

분과위 실무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32.8%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24.9%에 비하여 

대폭 상향된 수치입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30.2%에서 

21.5%로 크게 하향하였습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하고, 

석탄발전에서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통해 발전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계획이나, 발전부문 

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CCUS 

기술적용이 필수적이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확대와  

산업에서의 수소 활용 비율의 증가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해외 도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해결하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Q.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와 그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및 그 수준이 궁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녹색기술센터의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에서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기술 수준을 조사하였습 

니다. 그 결과 기후기술 전체 분야에 대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이며, EU(96%), 일본(80.0%), 

한국(80.0%), 중국(70.8%) 순서입니다. 기후기술 연구 

개발 활동 경향은 주요 5개국 모두 상승하고 있어, 

기후기술에 대해 주요국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기후기술 수준은 ‘추격그룹’이며, 기초연구 

역량보다 응용개발연구 역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감축 기술에서는 전기지능화기기

(89% 기술수준, 1.5년 기술격차), 태양광(88%, 1.5

년), 연료전지(85%, 2.0년) 기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응 기술에서는 감염질병관리(90.5%, 1.0

년), 가축질병관리(90%, 2.0년), 수자원·수처리(85%, 

4.0년) 기술이 상위입니다. 

Q. 기후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정책적 지원(투자)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기술 발전에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06)”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와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에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와 저탄 

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03)',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21.03)', '탄소중립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2.03)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목표 및 정부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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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21.11)'에서는 산업 

계의 부담 최소화, 신산업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 

와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에서는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수소 경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정책의 발굴, 제안보다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발표된 정부 정책 

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책을 통한 실질 

적인 성과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이행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급변 

하는 환경 변화 등에 의해 목표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 

하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이후 

에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적인 정책이 발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기후기술에 대한 관심은 범세계적이고, 그렇기에 

기술 협력 또한 활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후기술 

기술협력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기후기술 협력 방향은 ①기술격차 완화를 위한 선도국 

과의 공동연구 추진과 ②개도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맞춤형 공동연구 추진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021년 국제협력 수요가 높은 6대 기술분야인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였 

습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을 선정 

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기술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과 열전 

발전 소자화 및 물성측정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개도국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기술 매칭을 통해 기후기술의 

현지화, 즉 현지 연구개발 및 시범(RD&D)을 촉진 

합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국내·외 재원(ODA, GCF 

등) 연계 등을 고려해 개도국 현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개도국 정부에서 기후기술센터네트 

워크(CTCN)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수요에 대해 선정된 기술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기후기술 국제 협력 촉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TCN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립 

된 국제기구로 유엔환경 계획(UNEP)이 운영합니다.

Q. 우리나라의 기후기술로 해외진출 시 유망한 국가나 

지역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진출 유망 국가는 시장진출 대상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시장성장 기대 규모 등의 고려하여 신흥시장 

(베트남, 태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및 성숙시장

(미국, 독일, EU 등)별 특성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 전력수요의 증가와 인프라 

확충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대형 풍력터빈  

현지 실증, 에너지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의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는 

현지적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 

에너지-ESS 연계 시스템 실증 등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를 위해서는 기후기술 혁신의 필요성에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서 센터장님의 인터뷰대로 정책의 이행과 성과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대전환의 중심인 기후기술 산업의 설계자로서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인터뷰] 기후기술의 현재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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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중심 생태계 구축 추진… 
2023년 발전 입찰시장 개설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 l 산업통상자원부

이정훈 Senior Consultant l Deloitte Insights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체제로 나아가기로 합의한 자리였다.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세계 195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2℃ 아래로 억제하고, 가급적 1.5℃ 아래가 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56

차 총회에서 현재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며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 

보고서'(AR6) 중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다룬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2023년 AR6 종합보고서 

가 채택되고 당사국의 로드맵 평가에 중요한 평가자료로 투입될 예정인데, 이 보고서의 기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인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민간부문에서도 앞다투어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로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소속된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Global)을 포함한 국내외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선언하고 실천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가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탈탄소 사회로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노력에 있어서, 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수소가 가지는 청정에너지 운반체로서의 잠재력과 더불어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화석연료 

를 대체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탄소 절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관의 움직임 

이 빨라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21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분야 조직을 개편하며 수소경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고 수소경제정책과와 수소산업과, 에너지안전과를 산하에 편재했다.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15개의 대기업들이 모인 수소기업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가 2021

년 9월 발족했다. 이후에 2개사가 추가되며 현재는 17개의 대기업들이 모여 민간 대표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동 협의체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8월 신임 수소경제정책관으로 임명된 김선기 국장과 ‘Korea H2 Business Summit’의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딜로이트의 최용호 파트너를 만나 수소경제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Interviewee

Interviewer

I n t e r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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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현하고, 수소 

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함으로써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 등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드업 성장 전략에서는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해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액화플랜트와 액화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의 대량 저장과 운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암모 

니아·액화수소 인수기지, 수소전용 배관망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 수소사업 

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 성장전략에서는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합니다.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 

소, 모빌리티와 발전 분야의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며, 기술력이 있는 

수소 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트랙레코드 

를 확보한 후에는 해외 수출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Q.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 역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소 

생태계 각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수소버스, 수소

UAM, 수소 혼소발전, 연료전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청정수소생산 사업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국내 

에서는 부생·추출 수소 중심으로 수소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린·블루수소 생산과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그린·

블루수소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증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린수소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국은 2~3MW급 스택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며, 수십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60kW급 스택을 자체 제작하여 제주 상명 

풍력단지에서 실증을 완료(’21년)하였고, 스택 대형화 

Q. 신임 수소경제정책관으로 임명된 김선기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21

년 8월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같은 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이 발표되어 수소경제에 대한 중장기 비전·목표, 투자 

및 제도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계획의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20.2월)하였고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추진한 결과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보급 속도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수소경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만 수소경제 생태계가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제도, R&D,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경제로의 생태계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올해 6월 수소법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11월 9일, 새정부의 첫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기술 미래전략 이와 

같은 안건을 통해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수소경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한 정책은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모·범위의 성장 

(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

기술의 성장(Level-UP)으로 3대 성장 전략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스케일업(Scale-Up)성장 전략에서는 발전·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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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효율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특히, 지난 9월 제주에서 국내 최대인 12.5MW 

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그린수소의 생산기술 및 수전해 설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루수소의 경우, 국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개질 

및 탄소포집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청정수소 

수급계획에 따라 국내에 청정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 라이센스를 통해 블루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부터 국내에서 블루수소 생산 

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Q. 현재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소 활용 측면에서 국내 기술 성숙도는 어느 정도이고, 

해외와 비교하여 얼마나 격차가 있나요?

수소전기차는 현대 넥쏘 등 생산 기술 및 보급 실적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 

습니다. 향후 승용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기술을 바탕 

으로 버스·트럭 등 상용차 부문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발전 분야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고효율화를 위한 추가 기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제휴, 

지분투자 등 원천기술 확보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경제성을 제고하면서, 

고효율 및 고내구성 기술개발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 2030 NDC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의 무탄소 연료 

전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석탄, LNG 

발전소를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교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인프라, 발전설비 교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LNG·석탄발전의 무탄소 연료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존 발전설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해 청정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발전기술 확보 등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인프라, 발전설비 

외에도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연료 

공급과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제도적 

지원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성공적인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나라 수소산업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국내에서 대량의 수소를 저장, 운송하고 해외에서 

청정수소 도입을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액화수소 생산설비, 인프라뿐만 아니 

라, 활용처인 수소버스 보급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발빠르게 액화수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계획 

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액화수소는 저장, 운송 측면에서 기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대규모 저장·장거리 운송에 필수적 요소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액화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플랜트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액화 

수소가 연간 4만톤 규모로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액화수소 인프라 마련을 위해 내년 

에 구축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존 기체 충전소를 고도 

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는 액화수소 주요 활용처인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보조 

금을 상향 조정하고 특정 지자체에 정부·민간이 협력 

하여 집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수소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지원 

[인터뷰] 청정수소 중심 생태계 구축 추진...2023년 발전 입찰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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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액화수소 관련 기자재, 부품을 새로운 수출 품목 

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우리 액화기술이 수소 운반선, 

수소추진선박, 수소항공기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는 2022

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158개소에 202기가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2018년 12개소 

14기에 비교하여 약 9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같은 해 6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수소충전소 폭발 

사고 등이 수소 충전소 안전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해 의견을 부탁 

드리며, 우리 국민들이 수소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요?

수소는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간 이미 사용해온 가스로써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 

되어 있습니다. 석유, 석탄, 전기,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에너지는 화재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통해 인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안전한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고 사례를 근거로 수소를 

안전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소충전소가 보급이 초기단계인 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영향 평가,  

부품 안정인증제도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수소 산업 분야에는 약 372개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보다 활용 분야 

의 비중(65.5%)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 

소에너지 활용을 제외한 생산·저장·운송 분야는 연구 

개발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 위주로 국내 수소 경제 

생태계가 이뤄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향후 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 

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대기업 위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생산·저장·운송 등 업스트림 분야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소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R&D, 실증, 사업화 및 양산 단계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술력 및 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에 대해 수소전문 

기업으로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사업화, 판로 

개척과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수소 분야로 업종전환 기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술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별 생태계 역량 

집중,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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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 

역시 수소경제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과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자,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사태 등 최근 

에너지 시장 위기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분야 지원을 경쟁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은 국제수소거래 프로그램

(H2Global)을 통해 청정수소의 가격을 보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액화수소와 MCH(메틸사이클 

로핵산) 등 수소 캐리어 기술 개발 및 공급망 실증에 

3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도 청정수소 생산 

지원과 수소 가격차액 지원에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수소차, 연료전지를 보급 

하고 있는 등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모범을 보여왔지만, 수소 활용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청정수소 생산·유통 분야 지원 

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청정 수소 생산-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감사합니다. 수소경제정책 담당자로서 딜로이트 

고객사에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써 재생에너지, 

원전 등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분야에서 앞선 기술력 

으로 비교적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였고, 수소경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백MW, 수GW 단위의 수전해 설비 

를 구축하며 청정수소 생산에 올인(All-in)하고 있어 

수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적 역량을 더욱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 시장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각종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청정수소 중심 생태계 구축 추진...2023년 발전 입찰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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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와 더불어 민간 수소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최용호 파트너입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 담당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에너지 및 석유화학, 중공업, 산업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전략, 신사업 

전략, M&A 전략, 디지털 전환(DX) 전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국내 유일의 민간 수소협의체인 Korea H2 Business Summit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현대차·SK·포스코 그룹이 주도해 출범한 Korea H2 

Business Summit은 지난해 3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설립한 최고경영자 협의체로서, 글로벌 수소경제의 장기적, 

거대 사업적 성격과 우리 수소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기업 중심의 

수소 협력 플랫폼입니다.

Korea H2 Business Summit은 우리 기업 중심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 가치사슬 전반을 활성화해야만 수소경제 참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경제에 있어서 

전체 가치사슬, 즉 가치 창출의 완결성을 갖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 국가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경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혹은 기술 수준이 아닌, 플랜트, 조선 등을 위시한 대형 인프라 

산업부터 부품 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체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단위의 가치사슬 간의 효과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비록 개별 

단위의 하위 산업에서는 성공하더라도 곧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2050년 2000조 규모… 
민간 생태계 구축, 전략적 협업이 긴요

최용호 Partner l Deloitte Korea

이정훈 Senior Consultant l Deloitte Insights

Interviewee

Interviewer

I n t e r v i e w

[인터뷰] 수소경제, 2050년 2000조 규모... 민간 생태계 구축, 전략적 협업이 긴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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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소경제 생태계는 승용차 및 특정 연료전지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소 분야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인 만큼, 보조금 

만으로는 수소경제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 

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소경제의 거대한 가치사슬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우리 수소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은 사업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 우리 17개 회원사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수소산업에서 

의 선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이미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 시점 역시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사들은 글로벌 수소경제의 가치 

사슬이 완성되고 경쟁 구도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 

이며 공격적으로 전체 가치사슬에 있어 확실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위시한 에너지 산업은 거대 인프라 투자가 

결부되고, 보유 기술의 실제 프로젝트로의 적용 경험 

여부와 기업 간 기술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고착화된 경쟁 구도는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증명되어 온 바이므로 

시장과 사업의 관점에서 업체 간 협업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소 가치사슬 내의 기업 간 긴밀한 협의 및 공조, 

공동의 이익과 투자의 조율 등으로 거대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탄력적으로 이끌어갈 기업 중심의 협력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휴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 투자나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Korea H2 Business 

Summit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Korea H2 Business 

Summit은 17개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추진은 

물론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수소 관련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아젠다 주도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확산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H2 Korea Business Summit이 발족 1주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지난 2021년 6월 딜로이트가 사무국으로 선정된 이후 

9월 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Korea H2 Business 

Summit’ 발족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포스코 그룹 등 각 회원사의 최고 경영자와 CEO를 

비롯해 200명 이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은 무엇보다 수소산업은 

본질적으로 거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흔들림 

없이 탄력적으로 장기적 관점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전체 생태계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한 국가의 

수소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수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은 글로벌 

수소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이미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Korea H2 Business Summit은 올 해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 바 있습 

니다.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 글로벌 투자 은행 및  

투자 기관, 벤처캐피탈, 글로벌 기후기술 펀드 등 

글로벌 수소 투자자들을 초청해 Korea H2 Business 

Summit의 17개 회원사들의 글로벌 수소사업 전략과 

투자계획을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공유하는 동시에 



2022  No.24

53

구체적인 투자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투자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700여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의 축사와 함께, 국제 

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해외 정부 기금 

인 런던연기금(LGPS)에서 고위급 인사가 초청되어 

연설 및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또 양일에 걸쳐 바클 

레이즈(Barclays), BNP 파리바(BNP Paribas) 등 

해외 금융사와 엔지(Engie), 인터컨티넨털에너지

(InterContinental Energy), 오스테드(Orsted)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핵심 임원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탈탄소화 시장의 투자 전망 및 사업 

계획에 대해 강연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두 차례의 

패널 토론을 통해 국내 수소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소 펀드 

인 Korea H2 Business Summit Fund의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 산업에는 가치사슬 전반에 높은 성장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만큼,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동원하여 국내 수소 수요를 창출 

하고, 수소 공급, 운송, 저장 및 활용을 아우르는 각종 

기술 및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여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성장의 사전 포석을 마련하는 것이 금번 수소펀드 

출범의 주요 골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Korea H2 Business Summit은 분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기회들을 모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분과는 

협의체 관점의 기술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수소 전공 교수진 및 연구진들과 함께 글로벌 Top-

tier 대비 국내 기술의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유망한 

수소 기술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정책 

분과는 국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기업 

및 사업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분과는 회원사들의 

글로벌 외연 확장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우선 협력 추진이 필요한 수소 선도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예상 협력 기회를 기반으로 협력 로드 

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주제 및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협의체 

차원의 다양한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소경제, 2050년 2000조 규모... 민간 생태계 구축, 전략적 협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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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orea H2 Business Summit 펀드(이하 수소 

펀드)의 설립 목적과 향후 투자 방향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소펀드는 성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현재의 

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접근 방안 중 

하나이며, 초기 성장 단계의 혁신 산업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간접투자인 펀드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 운영사의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을 활용하고 다양한 시장 기회 

를 적기에 확보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소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혁신성에 따른 

시장의 추가적 성장 및 변화 가능성도 높고, 외부 

요인에 의한 산업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 시장 기회를 구축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사업의 효과적 

인 영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 시장 

기회를 공동구축, 환경변화 요인에 공동 대응해가고, 

유연한 투자 및 출구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 투자 

전략과 시기별 핵심 기술들을 유연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글로벌 수소 기업들도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펀드는 우리 수소 산업의 생태계 여건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조선, 중공업, 

소재산업 등 수소산업과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 주력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글로벌 선도 수소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장점이나, 

수소 인프라 준비도가 낮고 추진여건도 불리하며, 국내 

수소 기술 경쟁력 역시 불균형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소펀드 활용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소펀드는 속도감 있는 국내 수소 인프라 조성을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글로벌 수소 인프라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우리 회원사들의 기술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수소 공급망 확보와 활용 인프라의 개발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도전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부 주도 

의 수소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겠으나, 민간이 주도하는 

수소펀드를 매칭하여 신사업 창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노력의 첫 걸음으로써, 대규모 

초기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인프라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펀드는 해외 수소 인프라 시장 성장에 

선제적 경쟁력 준비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글로벌 선도 기술 기업들이 주도 

하는 해외 수소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주도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 수소펀드가 

발주자로서 수소 생산부터 도입에 걸쳐 인프라 프로 

젝트를 개발, 투자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주해가는 방식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수소생산, 수소 

수출 항만 및 운송, 수소 클러스터, 수소 시티 등 해외 

대규모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의 발주가 증가할 전망 

입니다. 이에 과거와 같은 도급 수주가 아니라, 수소 

펀드 주도로 직접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내 기업 중심의 발주 구조를 만들어 트렉레코드

(track record)를 확보해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수소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수소기술의 전반 

의 경쟁력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입니다. 치열해지는 수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도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작년 Korea H2 Business Summit 총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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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수소펀드를 통해 유망 수소기술에 조기 

투자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동 R&D, 기술 스카우팅, 

License-In, IP 공유, JV, M&A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소 기술기업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운용사를 통한 

글로벌 수소 혁신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센싱, 발굴해 

나가고,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미래 블록버스터 

수소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우리 자산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소펀드를 통해 수소 기술을 폭넓게 탐색하고, 

펀드에서 매각 후 우리 회원사가 직접 투자,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액셀러레이션으로 혁신도 

높은 프론티어형 수소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Korea H2 Business Summit Fund는 회원사 등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하고, 10년 간 운용 후 청산할 

계획입니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인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 & Partners)와 함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미 유수의 글로벌 투자사, 글로벌 수소 선도사들이 

규합한 수소 인프라 펀드들이 설립되어, 전세계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한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유통 인프라 

및 수소 모빌리티 등 활용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리퀴드(Air Liquide), 빈치(VIN- 

CI),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롯데케미칼, 플러그 

파워(PlugPower)등이 참여하고 있는 Hy24는 수소 

인프라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유럽 최대 사모 

펀드(PEF)인 아디안(Ardian)과 수소 투자 펀드 파이브 

티 하이드로겐(Five T Hydrogen)이 합작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인프라 펀드(Clean H2 In- 

frastructure Fund)입니다. Hy24는 1단계로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외부에서 추가 

투자를 받아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 

투자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를 포함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초점을 맞춘 클라이밋 테크(Climate-Tech) 

전문 벤처캐피털 혹은 수소에만 집중하는 전문 벤처 

캐피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이끄는 ‘브레 

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 BEV)는 수소를 포함, 청정 에너지 기술과 

벤처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저장, 청정 항공, 

CCUS, 수소 등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EU와 10

억 달러 규모의 매칭 투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44.01, 

CarbonCure, Heirloom, C-Zero, Solidia (CCUS), 

H2Pro (수전해), Zeroavia (수소 비행기) 등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 수소경제 생태계에는 수소에너지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orea H2 Business Summit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17개사 이외에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이 

국내외의 수소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에 

있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회원사(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포스코 

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 E1, 

고려아연, 삼성물산)로 발족한 Korea H2 Business 

Summit은 세아창원특수강, LG화학이 추가로 가입 

해 현재 총 17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Korea H2 Business Summit에 

 관심을 갖고 회원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정확히 몇 개의 기업이 더 참여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현재 민간 중심의 

수소경제 시장의 확대와 경제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 

이라는 것을 반영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Korea H2 Business Summit이 국내 선도 

수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 ‘협력의 장’

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의 표명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소경제, 2050년 2000조 규모... 민간 생태계 구축, 전략적 협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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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소 생산 방법으로 크게 석유화학 공정, 제철소에서 

코크스를 만들기 위한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 방식,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개질)하는 

방식,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각 방식의 기술 성숙도는 

어느정도 수준이며, 기술의 국산화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한국 수소산업은 유럽과 일본보다 생태계 

기반 자체가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탄소와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문제해결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예컨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P2G 등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스 그리드를 통해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기술 시도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WE-NET 프로그램 등으로 수소에너지 

를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아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 이용 기술 및 개발 투자를 정부 기관인 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총합기구(NEDO) 주도로 추진해 왔습 

니다. 2009년부터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인 Ene-

Farm을 도입하여, 연료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와 

연료전지 상품화 및 보급 실적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2014년 토요타(Toyota)의 미라이

(Mirai) 출시, 2016년 혼다(Honda)의 클래리티(Cla- 

rity) 출시 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분야에서도 풍부한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은 수소차와 연료 

전지 분야 등 일부 활용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천 

기술력의 미흡과 핵심 소재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술 발전 단계상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글로벌 수전해 용량 대부분은 저비용/대용량에 유리한 

Alkaline 방식이나, PEM 기술의 빠른 진보로 향후에 

는 PEM 기술의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와 

의 직접 연계 목적으로 개발된 Alkaline 2세대 기술 

은 부하전극, 셀/스택, 분리막의 내구성 및 안정성 

향상을 통하여 통해 부하변동 대응능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집중될 전망이며, PEM 기술은 스택 

원가 절감을 위해 고가 귀금속 촉매 사용량 감소를 

위한 고효율 및 활성화 촉매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전해질막 두께 감소를 통한 효율 증대로 전력 소요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전해 프로젝트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며, 기존 대규모에 적합한 

Alkaline 기술뿐만 아니라 PEM 기술이 적용된 GW

급 대형 수전해시설 투자 가속화가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선도사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원가절감을 목표로 PEM 설비의 단일 스택 규모 

대형화, 여러 개의 PEM 스택 모듈화, 구축 시스템 

대용량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소형 수소 

생산 시스템 상용화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고, 

대형 수소생산 시스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 

니다. 수전해 기술은 원천기술이 개발 중인 상태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이며, 상용급 수소생산 기술 

은 상당히 지연된 상태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선도국 

대비 Alkaline과 PEM 기술 모두 10여년 개발 착수 

가 뒤쳐진 상황이며, 수전해 성능 지표인 스택 효율 

과 스택 용량 측면에서 모두 열위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Alkaline 기술은 1세대 

수준으로 부하변동 대응력이 떨어져 차세대 기술 

개발이 절실하며, PEM 기술은 스택 대면적화 기반 

원가절감에 집중하나 모듈화 및 회수기술 등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성한 수소를, 블루수소는 석유화학 

이나 철강 공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나오는 수소를 사용하되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또는 활용 장치를 결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한 수소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이른바 ‘핑크·퍼플·

레드수소’에 대한 논의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의 기술개발 수준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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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종국적으로 기대하는 수소 경제의 핵심은 

그린수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높은 생산 단가와 기술력의 한계로 

새로운 수소 생산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와 열(증기)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바로 핑크수소입니다. 특히 EU와 

한국의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됨으로써,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가 탄소중립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핑크수소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증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한 수소를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저렴한 전기를 활용해 수소를 만들 경우 최대 장점은 

수소 생산 단가입니다. 1kg 당 2.5달러에서 국내의 

경우 1.7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원자력 업계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는 

초고온가스로(VHTR)를 이용할 경우 높은 출구온도

(700~950℃)로 인해 가장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레드수소), VHTR의 기술성 및 경제성 실증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2030년대 중반까지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증기와 전력을 함께 사용하여 600℃ 이상의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 분해하는 고온 수전해 수소(

퍼플수소)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크게 기체 상태 운반과 

액체 상태 운반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체상태로 

운반하는 방법에는 튜브 트레일러 운송과 배관 운송이 

있으며, 액체상태 운송은 액화 운송과 액상 운송으로 

나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소가 

수송되고 있나요? 그리고 각 방식의 기술 성숙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수소경제가 본격 활성화되기 이전, 국내 수소산업은 

정유 및 석화 공정 등 산업용 수요 대응을 위한 

부생수소 공급에 한정된 산업용 수소 사업자 중심의 

생태계였고, 수소 운송 방식 역시 덕양, 창신, SPG, 

SDG 등 수소 제조 기업들이 석유화학단지에서 공급 

받은 부생수소를 정제해 고순도화하여 튜브 트레일러 

에 200기압(bar) 압력으로 압축저장 공급하거나 울산 

등 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배관을 

통한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200 bar 수준의 저압 저장 

용기로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운반하다보니 

대량 유통이 어렵고, 수소차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200 bar의 수소를 450 bar로 한 차례 압축한 후 875 

bar로 재차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소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 용적 기준 제한 

이 완화되어 450bar/450L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수소 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 컴프레서 등의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의 강철이나 

알루미늄 등 금속 라이너인 ‘Type1’에서 플라스틱 등 

비금속제 라이너에 탄소섬유로 감는 방식인 ‘Type4’

로 빠르게 시장이 전환될 전망이어서, 수소충전소의 

운영비와 투자비, 시가지 운행 제한 등 수소 인프라 

확대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육상 수소 운송에서 기체수소와 액화 

수소 중 액화수소가 운송량 및 저장 공간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액화수소는 이미 부피가 1/800 수준이라 

추가로 고압 압축을 할 필요가 없어 안전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주민수용성 제고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운송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 

충전소 부지면적에서 기체수소 대비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체수소의 1회 운송이 300kg 수준 

인 것에 비해 액화수소는 1회 3톤가량인 것을 고려 

한다면, 운송량과 운송비용에서도 액화수소의 활용도 

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Q. 최근에는 암모니아가 수소의 해외 장거리 운송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동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고, 국내에서 눈에 띄는 실증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수소 경제 달성의 대표적인 기술적 과제는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소는 부피당 저장 

밀도가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수소 원자와 분자의 크기가 

너무 작은 나머지, 금속을 부식시키는 취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를 액화시키거나,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형태의 화합물로 변환하여 

부피당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다양한 저장, 운송 

[인터뷰] 수소경제, 2050년 2000조 규모... 민간 생태계 구축, 전략적 협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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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개발하는 수소 에너지 캐리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첫 번째 방식은 액화 

수소입니다. 액화 수소의 기술적 장벽은 증발가스

(BOG) 이슈, 대형 운반선 기술 및 항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의 BOG 

개선을 위하여 단열성 강화 및 누출 최소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 재액화 및 연료화를 통한 운영 효율 개선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LNG 운반선과 

동일한 단열 기술 적용 시 액화수소는 LNG 대비 20

배 이상의 BOG가 발생하여 진공단열 저장탱크 기술 

이 요구되지만, 해당 기술은 현재 대형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수소 취성을 고려할 경우 밸브, 펌프, 

열교환기 및 연결 부분 등에 대한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되어 지속적인 기자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액화수소의 운송저장 기술 및 BOG 이슈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지만,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운송의 경우 수소와 질소를 결합, 하버-보슈

(Haber-Bosch) 공정을 통해 암모니아를 합성한 후, 

운송한다는 점에서 상온에서의 대량 운반이 쉽고,  

기존 암모니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르게 시장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기술적 

장벽으로 예상되었던 대형급 크래킹 기술 역시 빠른 

시간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할도톱소(Ha- 

ldor Topsoe) 등 해외 라이센서의 상용화된 기술로 

이미 플랜트 건설 및 운영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술 개발의 초점은 차세대 

촉매제 개발 및 안정성 개선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Q. 국내에서 당장 그린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나라에 해외 수소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실증 프로젝트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우선 포스코의 경우, 호주에서 광산 개발과 연계하여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한 열간성형철(Hot Briquetted Iron, 

HBI)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원제로 

사용될 수소 생산에 있어서 호주의 풍부한 천연가스 

기반의 블루수소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한화 

임팩트, SK가스와 함께 연간 100만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생산 공급망을 2032

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및 고려아연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기업들 또한 해외 수소생산 및 국내 도입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여건이 불리한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청정수소는 

해외에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 

도 2050년 기준 전체 수소 수요의 80%를 수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한국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의 

수소 수요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도입 인프라, 유통 인프라, 운송 수단(수송선박 등) 

투자 등 막대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수소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모빌리티 부문은 매우 

큰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상 

수송에서 전기차와 비교하여 수소연료전지차량(이하 

수소차)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수소차와 전기차 

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재 관계인가요? 그리고 수소 

승용차 보급이 더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차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어 승용 

차 중심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 트럭까지 상용모델이 확대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배터리 에너지밀도 한계로 전기차의 장 

거리 대형차 분야 적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수소차만큼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하고, 이는 공차 중량이 늘어나 

전비가 떨어지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대형-

고출력이 요구되는 상용차, 열차, 비행, 선박에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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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대체재 

로 보는 것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현재의 주류 시각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신 것처럼, 수소차는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국내의 경우는 핵심 설비의 낮은 국산화율로 부품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며, 현재 높은 초기 진입 

비용으로 수익성이 낮아 충전소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수소 승용차의 확산을 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 인식 

및 관련 규제가 충전소 구축에 장애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

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200

기를 구축할 예정이고,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 등 

그간 수소차 충전소를 둘러싼 다양한 규제 요인들도 

완화될 전망인 만큼 향후 수소 충전소의 확대 보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수소 상용차가 전기 상용차에 비해서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으로 친환경 대형 상용차의 미래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출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글로벌 수소 상용차의 경우, 캐나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Ballad Power System), 미국 플러그파워

(Plug Power)와 같은 연료전지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중국 시장의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소 상용차들에 적용될 수 있는 PEM 연료전지 

모듈 및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작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스카니아 등 

유수의 유럽 상용차 브랜드들은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 

지게차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임러트럭(Daimler Truck)과 볼보(Volvo) 그룹은 

대형 상용차용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중국 상용차 파워트레인 

업체인 웨이차이(Weichai)는 발라드 시스템(Ballad 

System)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발라드 시스템

(Ballad System)은 독일 e모빌리티 회사 콴트론

(Quantron)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니아(Scania)는 

미국의 디젤엔진 전문 제작사인 커민스(Cummins)와 

협력해 스카니아(Scania) 트럭에 커민스(Cummins)

의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버스 2만대, 택시 1만대, 

트럭 1만대 총 누적 4만대의 수소 상용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 보급목표 81만대 

대비 차량 대수는 적으나, 수소 수요 기준으로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양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송부문의 70% 이상의 수요를 차지하게 될 전망 

입니다. 또한 수소경제 민간투자 및 정부지원 방안 

에서는 수소차의 공공조달 확대, 수소상용차 선도 지 

자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2030년까지 경기지역 

4,000대 등 수소버스로 전환을 추진, 수소 모빌리티 

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광역버스, 트럭, 

지게차, 굴삭기, 선박, 열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상용차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과 실증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넥쏘(NEXO)

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력을 앞세워 전세계적으로 

수소 상용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한 이후, 2020년 대형 수소트럭인 엑시언트를 

스위스로 첫 추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하여 2019년부터 경찰버스, 

2020년 시내버스에 이미 수소전기차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 최초 수소청소트럭을 

실증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지게차의 경우, 2020년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는 실증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Q. 해상 및 항공에서도 수소를 활용하여 선박 혹은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소차량에 비해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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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각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동 분야에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기업 동향에 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소 모빌리티는 육상분야 외에도 해상 및 항공분야 

에서도 활발히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인 IMO 2050 등 

글로벌 규제에 따라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관 민관 협동으로 

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 등 선박의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엔진 선박과 연료전지 

선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엔진 선박의 

경우, 암모니아는 기존 연료인 메탄올, LPG와 물성이 

비슷하여 수소추진 선박에 비해 먼저 조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암모니아 추진선은 

2021년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기본인증 (AIP)을 획 

득하였으며, 삼성중공업에서는 선박용 엔진 개발 선도 

사인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독자적인 엔진솔루션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0% 암모니아 추진 엔진 

개발, 2025년 수소엔진이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수소 운반선은 2020년 국내에서 2만㎥ 

규모급으로 AIP를 획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초로 액화운반선을 

시험운항 중에 있으며, 2021년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인 

4만㎥ 규모급 AIP를 획득하여, 국내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2027년에는 연안선박, 

2030년 대형선박에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선박에 국한하여, 한국선급 

주도로 2022년까지 연료전지 시스템 검증 완료,  

2025년 실증 및 사업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린데(Linde), 미국 혼블로워(Horn- 

blower) 등 글로벌 선도사에서 실증을 이미 완료 

한 것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는 실증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해외와 기술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기 분야는 국내 두산 DMI, 하이리움 등에서 

수소 드론을 실제 제품화 출시하였으며, 체공시간 2

시간, 비행거리 60Km 수준으로 글로벌 선도 기술 

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인항공기는 글로벌 선도사 

인 미국 보잉(Boeing), 독일 H2Fly에서 수소 항공기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현대 

자동차에서도 소형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롤스로이스 등 글로벌 항공엔진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철강산업은 3대 이산화탄소 배출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도 탈탄소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기술은 철광석으로 

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수준 및 

경쟁력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철강산업은 국내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철강산업은 생산 공정상 필연 

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조강 

생산 방식 중 약 70%를 차지하는 고로-전로 방식의 

조업에서 환원제로 석탄 환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요 철강 선도국을 위시하여, 한국도 수소 

환원제철(HyRex)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단일 환원제로 수소를 활용하고, 

수소 생산 및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

에 사용되는 전기가 무탄소(carbon-free, 탄소배출 

제로)일 경우,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배출 제로(zero-

emission)의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100% 수소를 

사용하는 H2-DRI-EAF 기술은 수소생산 전기가격 

하락과 탄소세 도입 부담 가중에 따라 2050년경에는 

기존 철강 생산공정에 비해 경제성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고로(BF) 기반의 철강생산 공정에 

지속 투자,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SSAB등 해외 철강  

업체들이 현재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쓰는 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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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로에 일부 수소를 부가하는 방식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포스코는 기존 H2-DRI 구현 

에 가장 근접한 유동 환원로 기반 고유기술을 바탕 

으로 2030년까지 HyREX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포스코의 HyREX 기술은 샤프트 환원로 방식 

보다 낮은 생산비용, 생산 과정에서의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철광석 수급의 용이성, 내부 고착화 

문제가 적어 더 높은 수율 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대세 기술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Q. 전력발전부문에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계획 

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형 연료전지, 융·복합 

발전, 수소 터빈 등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발전 부문의 수소산업 경쟁력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수소연료전지로 이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소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술의 경제성 관점에서 연료 

전지발전은 분산형 중소용량 발전 대응에 장점이 있으 

며 수소 터빈발전은 중앙형 대용량 발전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소 수요 목표 중 발전 수요로 2030년 

353만 톤, 2050년 1,35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저희 딜로이트 컨설팅의 검토 결과, 2030년 

발전 수요 353만 톤 중 단기 적용이 용이한 석탄발전 

소 암모니아 혼소용이 185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은 수소 전소 및 연료전지 수요 급증 

으로 1,350만 톤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를 통해 2050년, 암모니아 및 수소 전소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다량의 청정에너지 발전 

으로의 전환 및 증설을 통해, 암모니아 및 수소를 통한 

발전분야의 NDC 기여도는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정 암모니아 혼소는 국제 

에너지기구(IEA)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발전 분야의 

가장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탈탄소 대안입니다. 즉, 전력 

부문 탈탄소화의 도구로서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의 

좌초자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연료전지의 경우,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발전 보급 

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400MW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중 한국은 2021년 749MW 누적 

보급 용량을 달성한 연료전지 발전 세계 1위 국가이며, 

세계 최대 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특히 단일 사이트로는 세계 최대 80MW급 

규모인 남부발전의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 

소는 수도권 25만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청라지역 

4만 4천 가구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목표를 8GW로 

설정하고 있고, 전력 생산·판매 업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는 HPS(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연료 

전지 수요 증가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 56.5%, 한국 두산 

퓨얼셀 38.5%,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 

4.1% 순이며,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는 일본의 

아이신(Aisin) 49.8%과 파나소닉(Panasonic) 35.6%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료 전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SOFC 기술 

력은 셀 기술(전극, 전해질, 밀봉재, 집천체) 고도화, 

스택 모듈화 및 셀/스택 고내구화 기술은 아직까지는 

해외 선진사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터빈발전은 수소혼소 기술과 수소전소 기술, 

암모니아/석탄, 암모니아/LNG 혼소 기술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20% 

혼소 실증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전체 석탄발전 

43기 중 절반 이상인 24기에 20% 혼소 발전을 2030

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발전의 경우, 

30% 이상 혼소 상용화를 2035년까지, 30~100% 

혼소 및 전소를 2040년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소 터빈발전은 한국의 단중기 수소 및 암모 

니아 최대 수요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발전용 수소 가스터빈 개발은 기존 글로벌 

가스터빈 업체인 미국 GE, 프랑스 지멘스(Siem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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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HPS는 Big 3가 주도 중이며, 2025년 수소 혼소율을 

50%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우리 나라는 한화임팩트가 2021년 네덜란드 토마센에너지

(Thomassen Energy)와 미국 PSM의 지분 100%를 인수해 

수소혼소발전 터빈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 국내 10개 기관과 함께 

F급 가스터빈에 수소혼소율을 최대 70%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최대 39% 저감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 

에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혼소발전뿐 아니라 수소 전소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측면에서 전략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소경제 전환을 우리 대한민국의 30년 뒤 미래모습을 

만드는 국가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소경제 전환은 

비단 한국의 에너지 믹스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운송시스템 

등 경제 전반, 그리고 외교통상, 경제 및 재정, 산업정책, 과학 

기술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하는 과제국가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와 혁신, 상호 연계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간에 우리 기업의 기술적, 사업적 준비수준과 수소 

경제 전환속도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향후 수소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경로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수소경제 전환은 탈탄소 달성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각급기관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탄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생태계조성, C-Tech 기술선도를 위한 적극적 지원, 

탄소관련 무역장벽의 전략적 구축, 기술표준 및 품질표준 선점을 

통해 유리한 경쟁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통한 신속한 생태계 

조성과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지원과 기술우위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해외수소도입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구도와 체계 마련에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2022  No.24

63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64

1. 수소경제 시대가 열리다.

2. 수소경제 출발의 신호탄, 권역별 수소 현황 및 전망

3. 수소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확장되는가? 

4. 글로벌 수소경제로 진입 전략 – 우리의 수소 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

01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배순한 Senior Manager l Deloitte Insights

Part 2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부상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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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COVID-19 팬데믹으로 기존의 모든 규범들이 재편되는 뉴노멀 시대로 

갑작스레 전환되었다. 현재까지도 인류의 생존과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COVID-19가 우리에게 남긴 빛과 그림자는 너무나도 극명하다. 수많은 매체와 기관 등에서 전망한 

것처럼 비대면 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으로 디지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라보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봄, 아이러니 하게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그나마 답답한 일상에 위안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이는 탄소를 쏟아내던 중국의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춘 덕분이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전 세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환경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탄소시대의 

일몰과 수소시대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수소경제 시대가 열리다

수소경제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장 

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각국 

정부의 정책이 확립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실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의 개념은 1970년 텍사스 

A&M 대학 존 벅크리스(John Bockris)교수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기술센터에서 주최한 한 강연에서 처음 사용하였다.1 공식 

적으로는 1975년 출간된 그의 저서 “Energy: The Solar Hydrogen 

Alternative”에서 언급되었다. 그는 강연에서 수소가 석유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에너지 시스템 및 경제’의 도래를 최초로 

예언했다. 이후 2002년 펜실베니아 교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 

fkin)이 그의 저서 ‘수소경제(The Hydrogen Economy)’에서 석유 

중심의 경제체제가 수소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제시한 개념이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그는 에너지 공급부터 수요까지 전 영역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수소를 에너지 유통수단(Energy Carrier)

으로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수소경제로 정의했다.2 그리고 2004년 

미국 공학 한림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은 

손에 잡히기 시작한 
수소 경제

1    National Hydrogen Association(2010), ‘The History of Hydrogen’, Factsheet Seri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2    Jeremy Rifkin(2002), ‘The Hydrogen Economy: The Creation of the Worldwide Energy Web and the Redistribution of Power on Earth’,  
      Tar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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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과 

운반 그리고 저장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로 

전력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소비하는 에너지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경제” 라고 정의했다.3

특히 딜로이트는 수소의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소를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제 구조의 출현과 성장을 견인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수소 경제를 수소의 안정 

적인 생산, 저장 및 운송ㆍ활용하는 경제·산업 구조로 정의했다.4  

수소가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2003년 미국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수소경제 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가 최초였다. 당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5년간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5 그러나 당시 기술력 

부족과 낮은 경제성 그리고 전기차의 발전과 타이트오일, 셰일가스 

등 비전통 석유ㆍ가스 자원개발 등 외적 요인으로 수소경제의 열기는 

식었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오바마 정부 

의 에너지 담당 장관이었던 스티븐 추(Steven Chu)는 수소의 대량 

생산은 천연가스 개질(Reforming)6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친 

환경적이지도 않고, 운송 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수소연료전지도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들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가까운 미래 

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7 이와 같은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는 50년 

이상 진행되어 왔다. 낮은 경제성과 기술력의 한계로 아직 상용화 단계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잠시 주목받았다가 이내 잊혀 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에너지 

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수소경제의 실현 가능성 

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수소경제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본격 

적으로 태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3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2004), The hydrogen economy: Opportunities, costs, barriers and  
        R&D needs, National Academies Press. 
4      Deloitte(2022), ‘Unfolding the Hydrogen system map: The formula to establish the hydrogen ecosystem’
5      과학기술 정책연구원(2005), ‘조지W. 부시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 정책자료

6      개질(Reforming)이란 촉매 반응으로 탄화수소(메탄)을 수소가 포함된 가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여 이때 생산된 수소 함유 가스를 합성가스 또 

          는 개질가스라 부른다. 개질수소(Reformed hydrogen)는 천연가스(CH₄)를 역으로 전기분해하여 얻어낸 수소를 말한다. 이때 엄청난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는  화석연료(CH₄)를 통해 만들어낸다. 
7      개질수소는 모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회색수소'로 불린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발열손실 60%,  
        송전손실 4%가 발생해 전체 에너지의 35%만 사용된다"며 "천연가스와 전기를 그냥 쓰면 이것보다 효율이 높은데, 굳이 수소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꽤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과 

운반 그리고 저장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로 

전력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소비하는 

에너지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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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loombergNEF(2022), Electric vehicle Outlook2022
9      Deloitte Insights(2021), ‘2050 탄소중립 로드맵’ No.19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2.10.12) 
11    2022년 아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일일 공급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94% 상승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수소경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극심한 가뭄과 산불, 집중호우, 강력 

한 태풍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고, 세계 시민들의 인식도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당위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 밖에는 대안이 없다. 먼저 전 세계 각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가운데 60%를 전기차로 채워 

야 한다. 지금 속도로 보면 2030년까지 32%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8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대부분이 여전히 화석연료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으로는 탈 탄소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있어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그 대안 

으로 꼽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인 한계(간헐성, 경직성,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생산량을 제어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지 않다. 결국 수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각국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시대’를 위해 내 놓은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수소가 중심이다.9  

또한 전 세계는 ‘COVID-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더욱이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둔화로 이어지고, 러-우 전쟁의 장기화10는  

전통적 에너지원(원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상승11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경기회복 둔화에 에너지 공급 리스크 

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수소 경제는 이를 타개하는 해결책 

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소는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 산업은 산업 자체가  

가지는 전·후방 파급 효과로 투자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기대가 크다. 민간부문에서도 수소경제의 

전 밸류체인에 걸쳐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왜 수소 경제인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밖에는 대안이 없다.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있어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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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수소경제(사회)’ 실현의 길은 멀지만 수소관련 연구에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19.01월)을 발표하고 수소법 제정('20.02월) 및 시행('21.01월)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부문에서도 2021년 9월 수소기업 협의체제(Korea H2 Business Summit)를 출범 

시키면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 동인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및 기후위기 인식 증가

• ‘19년~’20년 호주 산불로 약 18.6만 K㎡ 소실 

(한반도 면적의 85%)

• ‘20년 캘리포니아 산불 로 약 1.6만 K㎡ 소실 

(남편면적의 16%)

• ’21년 6월 캐나다 컬럼비아 리턴시 열돔 현상 
49.6℃(기상 관측상 최고기온 경신)

• ‘21년 중국 허난성 3일간 617㎜폭우 

(1년치 강우량)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80% 적은 
탄소를 배출하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탄소저감 
효과 한계

•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경직성, 지역간 편차로 
인해 생산량 제어 불가능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지 않다.

• COVID-19 팬데믹 이후 국가별 경기회복 
정책과 맞물려 최근 수소경제가 재조명

• 수소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원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부상한바, 수소로 에너지 공급 리스크 
완화 필요성 증대

재생 에너지, 전기차의

탄소 저감효과 제한적

경제 회복과 에너지 공급

리스크 완화 필요성 증대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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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관심과 열기는 다시 살아난 듯하지만, 수소의 생산단가 및 기술 

적인 문제로 수소경제 실현 가능성과 도래 시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소 생산에 있어 필연적인 에너지 손실, 생산비용 

저감과 관련된 기술적 난제, 수소 이용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을 들면서 

수소 회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소경제(사회)’를 둘러싼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가 힘없이 가라 앉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수소는 산소나 탄소 등과 결합한 화합물 형태로만 존재한다.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와 전기가 필요하고 오염도 발생한다. 수소 

생산 기술의 태생적 한계다. 수소차도 ‘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해야 한다. 그래서 수소차는 사실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연료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탄소가 

발생한다. 현 시점에 소형(경량)차의 경우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반면에 수소차는 차 가격을 포함해 비용이 

평균 40% 더 들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2  

사실 탄소저감과 경제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생산ㆍ공급되는 수소의 90%는 석유 

화학이나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White~)다.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도 있고 활용 잠재력이 크지만 

역시 탄소를 과다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갈탄과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해 추출한 브라운(brown) 수소와 블랙(Black)

수소도 생산 단가는 낮지만 마찬가지로 탄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질해 제조하는 '그레이(gray) 수소'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블루(blue) 수소'라고 부른다.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이른바 ‘그린수소(Green)’ 공급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생산단가가 크게 뛴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인 문제로 

수소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한 것이다. 

최근 상황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기술 

개발도 진전이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를 얻으면서 

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천연가스의 

수소경제 실현의 
마지막 퍼즐

12    IEA(2022), Global Supply Chains of EV Batteries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와 전기가 필요하고 

오염도 발생한다. 

탄소저감과 경제성을 

잡으려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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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인 메탄가스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온도를 높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일산화탄소 

는 플라스틱 원료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수소 생산 가격을 지금보다 80% 낮춰 2050년 

에는 2달러 이하로 공급(그린, 블루 수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들어 각국이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수소 전략을 발표한 국가가 17개에 이르고 20개 이상의 

정부가 전략을 개발 중이다. 작년 IEA(국제 에너지기구)도 수소가 천연가스, 화학플랜트, 철강회사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 및 물 전기분해와 같이 다양한 소스에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13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고리로 화석연료를 포기하기 힘든 분야(철강, 화학, 모빌리티 

등)에서도 대체 에너지 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빌리티 부문에서 수소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형 상용차나 화물차에는 수소차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충전이 빠르고 항속거리가 긴 덕이다.14  

결국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무엇보다도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통 비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 수소는 당장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이제야 유용성을 인정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 기술의 성패를 지금 전망하기는 어렵다.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분명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이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에너지 주역이 될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수소 

에너지 전환은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로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 생산가격과 탄소배출량 추정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 수소

출처 : Hydrogen Council(2022), Decarbonization Pathways, 2021 ; Deloitte Insights Analysis

13    IEA, ‘Global Hydrogen Review 2021’, 2021
14    IEA, Global Supply Chains of EV Batteries, 2022 ; Deloitte,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Electrolyzes, 2021,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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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에 대한 패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와는 차원 

이 다름을 잘 보여준다. 특히 유럽 및 북미 등 국가들은 태양광과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 진 것을 만회할  

만한 새로운 격전지로서 수소를 주목하고 있어 글로벌 수소 전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수소산업을 

친환경 에너지라는 대안적 차원을 넘은 차세대 경제 패러다임으로 여기고 선점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43개국15 중 15개국이 약 600개 이상의 대규모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약 500여개의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16 그리고 2022년에 약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 투자가 

이뤄졌다. 

수소경제 출발의 신호탄, 권역별 수소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권역별 메가와트(Megawatt) 규모의 수소 프로젝트

(2030년 완료기준 프로젝트 534개, 총 투자규모 239b$)

출처 : Hydrogen Council(2022), Decarbonization Pathways, 2021 ; Deloitte Insights Analysis

15    ‘21년 기준으로 국가수소경제 인프라 준비 및 진행중 ; Hydrogen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products companies : Heat and power  
         generation, Deloitte UK, 2022 ; Unfolding the Hydrogen system map: The formula to establish the Hydrogen ecosystem, Deloitte  
         UAE, 2022 ; Hydrogen Europe:  Clean Hydrogen Monitor 2020, Deloitte Spain ; Report on Hydrogen4EU: Charting Pathways to  
         Enable Net Zero, Deloitte France,2022
16    ‘22년 5월 기준, Megawatt규모의 수소생산, 대규모 산업용과 운송부문 활용 및 인프라 증설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활발히 가동중인 프로젝트로 한정

권역 권역
22년 

투자액(b$)
22년 

투자액(b$)
진행 중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North America Oceania

Asia(중국포함) Latin America

Europe ME and Africa

47

SA: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  높은 마지막 기회

AP: 동북아 3국

(한.중.일)
수소 수요처

3345 51

34 4352 21

76 6342 24

ME & Africa : 신재생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화

Europe: 산업 전영역에 

수소경제 에코시스템 조성

AUS: 동북아 
수소 수출입 파트너

NA: 블루수소  대규모 생산으로 
발전 및 대형 모빌리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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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관련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유럽(76b$)과 북미(47b$)지역이며, 관련 프로젝트 또한 유럽

(64%)과 북미(28.8%)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다. 각 프로젝트 분야 별로는 산업용 활용(49.1%)과 운송 등 모빌리티 활용

(24.0%)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며, 수소활용 분야별 타당성 연구,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실증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17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는 셰일가스 부존량과 암염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포집 및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블루수소 생산을 지향하는 하는 반면에, 유럽은 수소 중심의 모빌리티 산업 가치사슬을 사실상 완성해 가고 

있다. 동북아 3국과 호주는 상호 수소 생산과 수출 파트너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남미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으로 그린수소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원유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 자원수출 다각화를 노리고 있으며, 특히 ‘아부다비 수소동맹’ 주도로 블루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지역별 천연자원 보유 현황이나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분야에 따라 

수소추진 방향은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권역별 수소 관련 프로젝트 개수 및 분야 (총 534개)

Note: 괄호 프로젝트 개수 
출처: Hydrogen Council(2022), Hydrogen Insight 2022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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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0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뉴딜’로 불리는 대규모 에너지 

및 전력망 인프라 투자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수소경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이다. 미국은 풍부한 셰일가스 부존량과 수소 인프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 인프라 그리고 CCS18에 적합한 폐가스전 

및 암염굴 등 블루수소 생산에 유리한 인프라를 보유하였다. 그리고 

DOE(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 부)19 주도로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부문의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5달러/㎏의 

그린수소 생산 비용을 2달러/㎏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CCS 사업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브릿지 기술20로써 블루수소 생산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을 장기 목표로 잡고, 단기적으로 블루수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각각의 생산 거점은 동시에 마련 중이다. 

온타리오와 퀘벡은 그린수소 거점으로 브리티시 컴럼비아와 앨버타는 

블루수소 생산 거점 조성을 골자로 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통적으로 양국은 차량연료로 사용되는 중동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한다.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송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소저장 및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수소 생산기반 및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적이다. 특히 모빌리티와 산업 발전용 에너지 중심으로 

수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자국내 가정용난방, 수소충전소, 

연료전지기반 발전에 수소 소비와 동북아로의 수출이 예상된다.

북미는 
블루수소로 생산 기반 
조성 및 수소 모빌리티 
확대 중

17    Hydrogen Council(2022), Hydrogen Insight
18    탄소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19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내각 수준의 미국 정부 부서로, 에너지 및 핵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 해군을 위한 원
          자로 생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관련 연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미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일을 한다

20    ‘브릿지(Bridge) 기술’ 전환기의 기술로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확보를 시도하는 공정 기술이다.

2022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추진(2달러/kg 이하목표)
세계 최대 그린 수소 생산 및

수출국 지위 확보
블루수소 대량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중

상용차, 가정용 난방 중심으로 수소시장 조성 모빌리티 全 분야 및 발전 에너지로 확산

2030 2050

북미 수소경제 추진 방향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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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에 탄소국경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는 데 이어, 2035

년부터는 유럽 내 모든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배출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기까지 

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과 안보 문제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지역의 여러 국가들에게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최근 독일 정부는 2022년 12월까지 모두 폐쇄키로 했던 원전 중  

마지막 남은 2기의 원자로를 202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비용 손실과 내부의 반대를 감수하고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혹한기 4개월동안 연장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극적인 전환이 

유럽 전체로 하여금 에너지 안보 필요성과 더불어 수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한층 더 독려하게 만든다.

유럽 각 국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 전 영역에 

걸쳐 수소 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다. 

독일은 그린수소의 확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2030년까지 5GW급, 

2035년까지 10GW 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독일이 선도 

해 왔던 P2G(Power to Gas)21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소 수입을 위한 해외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아프리카 모로코에 수소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모로코의 풍력과 태양광으로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2GW 규모의 수소 생산과 독일내 1,700㎞에 달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수소 운송 그리고 수소차, 수소트럭, 수소화물차, 

수소기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그리고 시멘트, 메탄올 산업에의 수소 활용 

계획이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 OEM 3사(Mercedes-Benz Group, 

BMW, Volkswagen)들 역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중대형 수소트럭의 

실증을 마친 상태이다. 사실상 독일은 수소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자국내 

수소 가치사슬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북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다수의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함으로써 수소 생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가 풍부하다. 북서부 지역은 풍력 

중심의 그린수소 밸리가 자리잡고 있고, 중부지역은 수소 부품, 장비 기술 

EU는 강력한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중 

21    여분의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해 천연가스 발전에도 사용하고 산업용 가스나 수소 연료전지차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유럽 각 국들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 전 영역에 

걸쳐 수소 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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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loitte Netherlands(2022), The potential of hydrogen for the chemical industry
23    Deloitte France(2022), Report on Hydrogen4EU: Charting Pathways to Enable Net Zero, 2022;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electrolyzers
24    Deloitte Spain(2022), Extending the European Hydrogen Backbone: A European Hydrogen Infrastructure Vision Covering 21  
         Countries, 2022

클러스터가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국가 

전체가 그린수소 생산, 유통기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해 해상에서 생성된 전력을 네덜란드 북부 수전해 플랜트를 통해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프랑스는 신재생 발전 설비를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여 산업 분야 

및 모빌리티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 수소의 상업 생산을 

목표로 40MW급의 그린수소 생산 설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하루 

생산 5톤의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향후 15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노르망디 공업지대에 200MW급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디젤기차를 수소연료로 대체하기 위해 

알스톰(Alstom)사가 제작하고 하이드로제닉스(Hydrogenics)사의 연료 

전지가 탑재되는 수소열차인 코라디아 아이린트(Coradia iLint)는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에 이어 부르고뉴-프랑슈-콩테(Bourgogne-Franche-

Comté) 지역에서 당장 내년 2023년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발라 

드파워시스템즈(Ballard Power Systems Inc.)와 유럽기업들은 컨소 

지엄으로 Flagships project 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수소화물선을 센(Seine)강 구간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는 정부와 기업이 수소 투자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프랑스 기업과 해외 파트너사의 협력 시너지도 강화되고 있어 

빠르게 수소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다.23 

영국은 탈석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구조을 빠르게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였으며, 수소경제 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유식 풍력발전 전력으로 해수를 담수화하고 이를 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과 해상 풍력단지내 수소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 그리고 

영국은 1GW급의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이는 향후 

북해 아래 지역에 있는 저장장치로 보내져 난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영국 최초의 수소열차 프로젝트인 하이드로플렉스(HydroFLEX) 

도입, 애버딘(Aberdeen) 및 리버풀(Liverpool)의 수소 버스 도입, 2024

년까지 라이트버스(Wrightbus) 중심의 수소 버스 3,000대 공급 계획 

등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기반의 

그린수소 생산과 블루수소 확대를 병행하고 있고 가정용 난방과 수소열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24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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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추진 주요 사업

• P2G 기술 지속 개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 풍력, 

태양광으로 그린수소 생산 거점  확보

•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과 완성차 OEM 3사의  중대형 

수소트럭 실증 완료

• 자국내 모빌리티를 포함한 전 산업의 

수소 가치사슬 완성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공급 및  유통 

거점 확보

• 태양광, 바이오매스 및 풍력을 활용한 수전해 그린수소 

밸리 조성 

• 수전해 플랜트 조성으로 유럽내 수소 

공급 목표 

•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 설비 구축 중

• 정부-기업  컨소시엄으로 수소전지 열차 및 수소화물선 

운용 추진

• 산업 분야 및 모빌리티 산업의  탈탄소 

화 달성

• 풍력발전 전력으로 해수를 담수화 하고 이를 수전해 

하여 그린수소 공급 단지 조성

• 블루수소 생산과 운송 인프라 확보로 난방과 대중교통 

분야 수소 활용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구조 전환

수소경제 추진 방향

유럽연합 주요국의 수소경제 추진방향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권역

그린

그린

그린 블루

그린 블루

이와 같이 유럽은 EU의 강력한 규제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유럽은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탄소와 친환경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문제해결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예컨대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P2G 등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스 그리드를 통해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기술 시도도 추진해 왔다. 그리고 현재 블루와 그린 수소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기존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와 모빌리티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경제 가치 사슬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25    Mubadala Investment company 아부다비의 투자회사 (22년 투자운용 규모는 약 33조원) 
26    아부다비 개발 지주회사 Abu Dhabi Developmental Holding Company
27    UAE 국영 정유회사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28    CCU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 

          에 저장(Storage) 하는 기술

29    Deloitte UAE(2022), Enablers to become the hydrogen economy superpower: Closing the hydrogen capabilities gap in the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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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권역 내 수요는 크지 않으며 생산량 대부분을 

역외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의 

연결고리로, 잉여 수소를 활용하여 에너지공급 허브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 등이 수소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로코는 유럽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전환 및 운송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유럽으로 운송되는 

역외 수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을 통해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원 수출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ㆍ풍력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2030년 생산 

비용,1.5~1.8달러/㎏ 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는 현재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발전량의 4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25, 아부 

다비 개발지주사ADQ26 국영석유기업 ADNOC27는 ‘아부다비수소동맹’

을 맺고 있다. 특히 무바달라는 독일 지멘스와 함께 탄소제로 신도시로 

건설 중인 마스다르시티에 그린수소 시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ADNOC는 루와이스(Ruwais)지역의 타지즈(TA’ZIZ)산업 서비스 구역에 

블루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CCUS28 건설을 추진 

중이다.29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이토추(Itochu)에 비료용 블루 암모니아 

를 수출하였다. 이와 같이 중동국가 중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사우디아라 

비아와 UAE는 원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자원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동맹 주도로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과 추출에 주력하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은 산유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출국 
지향 

아부다비 
루와이스 암모니아·요소 생산 공장 

 출처: ADNOC

사우디아라비아, UAE 수소경제 추진방향

• ’3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목표를 수립

• 태양광ㆍ풍력발전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경제성 확보 가능

• 원유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자원 수출 

다각화 준비 중

• ‘50년까지 발전량의 44%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하겠다는 목표 수립

• 그린수소 시범공장과 상업용 CCUS 추진 중 

• 아부다비수소동맹 주도로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집중 집중, 일본과 

협력체계 모색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그린

그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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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는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의 새로운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천연가스 자원과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어떤 권역보다도 높기 때문 

이다. 현재는 높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남미 국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 

되었다. 만약 수소 적용 기술이 실증되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남미는 

수소경제에 있어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그린 수소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에 집중하는 국가는 브라질과 칠레이다. 브라질은 

2025년 연간 4.3GW급 수소를 생산하는 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호주와 싱가포르 합작사인 에네직스 에너지(Enegix Energy)사가 브라질 

북동부 해안의 항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허브 개발 사업을 추진 

하는 중이다. 액상유기수소화물(LOHC) 형태로 미국 동해안으로는 8일 

이내에, 유럽 북부로는 9일 이내에 도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칠레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을 7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하며,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20%를 수소로 공급할 것을 목표하는 ‘그린수소 국가전략’

을 발표했다. 2025년에는 5GW 규모의 그린수소 에너지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20만 톤의 수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 남미는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의 수소 

시장의 공급국이 되기 위한 준비중이다.30

남미 권역은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으로 
그린수소 공급망 실현 중

남미지역의 수소경제 추진방향

• 브라질 북동부 해안의 항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허브 개발사업을 추진

• 미국과 유럽에  LOHC 형태의 수소 공급 목표 

• 남미 권역의 선두로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중

• 2025년에는 5GW 규모의 그린수소 에너지 발전 추진

•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20%를 수소로 공급  

목표

• 그린수소 국가전략 발표를 통해 글로 

벌 수소 시장의 공급국이 되기 위한 

준비 중

30    Deloitte(2022), Hydrogen fact base: A companion to Deloitte research, analysis, and thought leadership on the emerging hydrogen  
         economy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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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자 세계 4위 갈탄 생산국이다. 그리고 

수소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블루수소 생산에 용이한 다수의 CCS 후보 

지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수소생산 허브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ESS31와 VPP32의 활발한 도입으로 

그리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완하여 풍력ㆍ태양광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24년 그린수소 상업 생산을 목표로 

GEAP 프로젝트(Gladstone Energy and Ammonia Project)가 추진 

되고 있다. 이외에도 26GW급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인 아시아 

재생에너지 허브(Asian Renewable Energy Hub)를 비롯하여, 보니톤 

항구(Bonython Port)와 인근 화이앨라(Whyalla) 지역에 75MW 수전해 

및 연 생산 4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플랜트를 연계 구축하는 H2U 

에어 페닌슐라 게이트웨이(H2U Eyre Peninsula Gateway)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는 2040년까지 200GW 규모의 초대형 재생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수소 수출에 나설 태세를 마친 상태이다.33 

호주는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블루수소 
경쟁력으로 아시아에 
수소 수출 추진 

호주 수소경제 추진방향

• ESS와 VPP 기술력으로 풍력,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반 마련 

• 세계 최대 LNG,  갈탄  및 폐가스전 등 다수의 CCS 후보 

지를 보유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과 블루수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韓·中·日 등 주요 

수요처에 수소 수출 추진

31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의 충방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을 안 

         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32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 발전소)는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분산 전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나 

          의 발전소처럼 통합·관리하는 가상의 시스템을 말한다

33    John O’Brien, Hydrogen Model, Deloitte Australia,2022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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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소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은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 등 일부 

활용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천기술력이 미흡하다. 사실 핵심 소재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술 발전 단계상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소형 수소생산 

시스템 상용화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고, 대형 수소생산시스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수전해 기술은 원천기술이 개발 중인 상태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로 상용화 까지의 수소 생산 기술은 상당히 지연된 

상태이다. 수소 저장 및 운송은 선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이다. 

LH2(액화수소)34 기술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의 수준이고 LOHC 

(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35 기술은 현재 유럽, 일본 수소경제 선도국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수소 저장용기 및 수소액화 등 상태 

변환 기술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활용에 있어서는 

수소차를 제외하면 다른 모빌리티의 응용 개발에는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소 열차는 해외 부품 도입을 기반으로 시제열차를 제작 중인 

상태이며, 암모니아 추진선은 2025년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운반선은 기본인증서 획득 단계이며, 수소충전소의 구축 시 국산 

화율은 40%에 머무는 수준이다. 연료전지는 양산 기술은 우수하나, 스택, 

전극, 촉매, 전해질 등 핵심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36 도 원천기술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이다. 국내 

민간부분에서도 기업 대부분이 수소 활용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수소 

가치사슬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은 주변국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37 

중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 수소의 생산 비중을 2030년에 17%, 2040년에 50%, 

2050년에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발표한 

14차 경제개발 5차 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 등 비 

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광둥성, 간쑤성 등 23곳의 지방정부 차원 

에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60% 이상 급성장한 FCEV 

(수소 전기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를 비롯하여, 암모니아 생산 

아시아는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수소 산업 
육성으로 권역내 수소 
수요 주도 

34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액화 기술로 액체 수소 운송이 기체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35    유기화합물을 수소 저장, 운송, 방출을 위한 매개 물질을 활용해 대용량의 수소를 이송하는 기술이다. 경유, 휘발유 등과 성질이 비슷해 기존의 석유 

          화학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6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ce Fuel Cell)은 제 3세대 연료전지라 불리며1,000°C 고온에서 작동되므로 기존의 연료전지중 가장 전력 변환 효율 

          이 높다. 
37    최용호(2021),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한 중장기 방향 제언, 딜로이트 인사이트,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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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부문에서 수소의 활용도가 증가된 점이 주목된다. 2050년에는 

수소 생산 암모니아의 비중이 전체 암모니아 생산량의 30% 수준에, 

수소 발전량은 최종 소비 전력량의 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소연료, 수소충전소,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등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광둥성에 연료전지 스택 생산라인을 구축한 

발라드파워(Ballard  Power)와 연료전지 합작법인을 설립한 보쉬(Bos- 

ch) 및 토요타(Toyota)를 비롯하여 세레스파워(Ceres Power), SFC

에너지(SFC Energy), 네드스택(Nedstack) 등 글로벌 연료전지 기업의 

중국 연료전지 산업으로의 진출이 쇄도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수소에너지를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았다.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 이용 기술 및 개발 투자를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38 주도로 

추진해 왔다. 2009년부터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인 에네팜(Ene-

Farm)39 을 도입했고 연료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와 연료전지 상품화 

및 보급 실적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2014년 토요타

(Toyota)의 미라이(Mirai) 출시, 2016년 혼다(Honda)의 클래러티

(Clarity) 출시 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202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수소 소비량을 2,00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일본은 

제철, 화학 등의 산업 분야와 상용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분야에서의 

수소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2025년에 가와사키중공업

(Kawasaki Heavy Industries), 얀마(Yanmar Power Technology), 

재팬엔진(Japan Engine Corporation) 3사 컨소시엄의 수소 선박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호주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수소를 대량 수입하는 공급망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과 치요다 화공건설(Chiyoda 

Corporation)이이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기술 개발 영역 역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38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 기구로 일본의 에너지 환경분야와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이다.

39    일본에서는 가전용연료전지를 에네팜(Ene-Farm)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에너지(‘Ene’rgy)+농장(Farm)을 합친 조어다. 에네팜은 도시가스나 LP 

          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 가정용 열수도 만들 수 있는 열병합 발전 

          (Cogeneration) 구조로 되어 있다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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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수소경제 추진방향

•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 등 일부 활용 영역을 제외하고 

는 원천기술력의 미흡

• 수소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의 전분야에서 원천기술 

확보 단계 및 시제품 제작 단계

• 2025년까지 수소 등 비 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20%

까지 확대 목표

• 광둥성, 간쑤성 등 23곳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 제철, 화학 등의 산업 분야와 상용차, 선박, 항공기 등 

의 운송 분야 수소 이용을 촉진

•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소공급망  조성

• 국가 수소자원과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의 모색

• 정부 주도의 공격적 수소산업 육성 및 

글로벌기업의 중국 진출 가속화

•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다양한 영역으 

로 적용,  취약한 생산역량 보완을 위해 

해외 국가와 전략적 협업 추진

출처 : Deloitte Insights Analysis

동북아 3국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수소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보고 모빌리티 부문을 필두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취약한 생산 역량 보완을 위해 해외 국가와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독일이나 유럽과 같이 재생에너지의 값싼 잉여 

전력을 활용하기에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 같이 대규모 생산 클러스와 수요기반을 갖출 수 

도 없으며, 일본과 같이 글로벌 수소 공급망과 기술력도 없다. 따라서 한국 

은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생산방식으로 수소경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서 제조되는 수소 뿐만 아니라 유기 폐기물 분해, 암모니아, DME40 

를 활용하는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수소 제조 방안들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소 생산 기술력을 갖추고 미래 

수소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40    DME(디메틸에테르)로 수소 생산연료로 개질공정(Reforming Process)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그린

그린

그린

블루

수소경제 추진 주요 사업 수소경제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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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식별 글로벌 수소 생산량 (2020)

출처: The Hydrogen Council(2022) ;  Deloitte Insights Analysis

41    Deloitte France(2020), Creating a viable hydrogen economy
42    Strategy &(2020), The dawn of green hydrogen ;  Mckinsey(2022), ‘Five charts on hydrogen’s role in a net-zero future’, ‘The  
         potential of hydrogen’ ; BloombergNEF(2020), “Hydrogen Economy Outlook,” ; Deloitte(2021), “Deloitte Insightss: 2050 탄소중립 로드 

          맵,” 2021; Deloitte(2021), “Japan’s Turning Point: How Climate Action Can Drive Our Economic Future,” ; IEA(2021), “Global Hydrogen  
         Review 2021,” ; IEA(2019), The Future of Hydrogen

수소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확장되는가? 

그린수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수소 

생산량은 약 1억 톤 중 99.6%를 그레이ㆍ브라운 수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저감에 실질적인 효과 있는 블루ㆍ그린 수소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2050년 수소 생산량은 2억 5,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블루와 그린수소의 비중은 78%에 달할 것이다. 

현재 상업 목적으로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곳은 미국 텍사스 포트아서

(Port Author)와 스코포드 앨버타(Scotford Alberta), 프랑스의 포트 

제롬(Port Jerome) 등 3곳 뿐이다.41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그린수소의 비중은 유럽전체 수소 

생산량의 약 0.3백만 톤(0.3%) 수준이다. 

하지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만 약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약 2,400억 달러가 직접 투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시장은 이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딜로이트는 수소 

위원회(The Hydrogen Council)와와 다수의 글로벌 기관42들의 예측 

글로벌 수소 생산량 : 
현재는 준비기, 2030년 
부터 수소 경제성 
확보 시작

81.8MT

29.1MT

Gray 수소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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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톤

Brown 수소

Black 수소 0.3MT
Blue 수소 0.3MT

Green 수소 0.1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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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종합해 2050년에 수소 생산량은 2억 5,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40년을 기점으로 그레이 

수소의 수요는 블루ㆍ그린수소로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그린ㆍ블루수소가 

전체 생산량의 78%(2억 200만 톤)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의  

매장 및 생산량이 풍부하고, 서구 선진국 대비 탈탄소화에 대한 정책의지가 다소 약한 러시아, 중국, 인도 및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의 그레이ㆍ브라운수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 4,700만 톤 규모의 생산량은 

유지될 것이다.

글로벌 수소 생산량 예측 (2020~2050)
총 수소 생산량 : 2억 5,900만 톤 중 블루와 그린수소는 78%(2억 200만 톤) 점유

단계
준비기

(2020~2025)
수소 시장형성
(2025~2030)

수소 생산 경제성 확보
(2030~2040)

수소경제 실현시작
(2040~2050)

• 경제성 확인 목적의 

시범 프로젝트

• 기존 수소 내수 수요의 
탈탄소화 초점

• 수전해설비 시장 

성장/ 확산 시작

• EU 선도하에 
국가차원 수소전략 

수립

• 평균그린수소

프로젝트

• 규모 100MW 도달

• 추진중블루수소

프로젝트가동시작

• 기존 수요의 탈 탄소화 

목적이나 상업화된 

규모에도달예상

• 새로운 수소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추진사례

확산

•  수소환원제철 가동

• 그린수소생산원가

$2/kg으로하락

• 국가간수소 공급계약

체결및실행

• EU외지역에서의

확산 시작

• 수소-천연가스 

혼합으로의전환준비

• 새로운수소생산기술

시범프로젝트

스케일로전개

• 현재상업화근접한

end-use 시장으로 

확대 

• 중국/미국이 다수 

점유하는 시장으로 

성장

• 그린수소생산원가

달성

주요 

시장 

변화

출처 : Hydrogen Council(2022), Decarbonization Pathways, 2021~2022 ; Deloitte Insights analysis

준비기

0
2020 2025 2030 2040 2050

Brown
Gray

Green

Blue

기타

50

100

150

200

250

300 수소경제 실현보조금 없는 성장
→ 경제성 확보

상용화 시작
→ 시장형성

단위: 백만 톤



2022  No.24

85

국가별 2030년 그린수소 생산비용 예측

출처: Deloitte Insights Analysis

수소 시장의 형성과 성장은 수소 생산 단가에 달려 있다. 결국 기술이 

수소를 활용하는 기존 수요를 대체할 만큼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신규 수요처를 만들어 내면서 수소 시장이 형성된다. 먼저 수소 생산 

방법에 따른 수소 생산 단가를 살펴보면, 2030년 주요국들의 수소 단가는 

그레이수소가1.3~1.8달러/kg 수준으로 현재 1~2달러 수준과 크게 차이 

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화석연료 및 탄소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할 전망 

이다. 그리고 블루수소는 2달러/kg로 현재수준(2~3달러/kg)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그린수소는 현재 3~8달러/kg에서 

2030년 1.3~2.4달러/kg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가 하락은 그린에너지 가격 하락, 수전해 장치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 정책적 지원 등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그린수소는 국가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미, 미국, 호주는 1달러/kg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2달러/kg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차이는 재생에너지 자원량 및 지리적 요건의 차이 

때문이다.

글로벌 수소 수요량 : 
수소를 부자재로 쓰는 
산업에서 새로운 
활용영역 확대 시작

1.0 1.5 2.0 2.5 3.0

단위: US$/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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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수소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린수소 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소 수요 

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 일본은 수소 수입국이 될 것이다. 반면에 경제 규모에 비해 면적이 크고 재생에너지 자원 

이 풍부한 국가(호주, 중동) 등은 수소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수소의 수요는 약 1억 1,400만 톤으로, 그중 아시아•태평양 권역이 약 40%인 4,482만 톤 

이고, 이어서 북미 22%, 유럽 14%, 메나(MENA)* 12% 순이다. 아시아•태평양 권역 내에서는 중국 53%(글로벌 

수요의 21%), 인도 12%, 한국 10% 순이며, 북미 권역에서는 미국이 87%(글로벌 수요의 19%)로 절대적이다. 유럽 

권역에서는 독일23%, 네덜란드 14%, 이탈리아 8% 순이고, 메나(MENA)*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가 주요 수요처이다.

권역별 수소 수요 (2020년 기준)
현재는 수소를 부자재로 쓰는 업종이 주요 수요처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

출처 : Hydrogen Council(2022), Decarbonization Pathways, 2021~2022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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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석유정제 37%, 암모니아 28%, 메탄올 13%, 화학물질이14%를 차지한다. 즉, 현재까지는 암모 

니아, 메탄올, 정유 등 수소를 부자재로 쓰는 업종이 수소의 수요처이다. 향후 2040년을 지나면서는 본격적인 수소 

상용화가 예상되는 철강, 난방, 자동차, 선박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요가 전체 수소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존 수소 활용 업종에서는 브라운수소와 그레이수소가 내수시장 중심으로 활용될 것이며, 그린수소가 경제성 

을 확보하는 2040년 경을 지나면서 그린수소의 국가 간 수출입물량이 본격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 활용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수소 수요량 전망 (2020~2050년)

출처 : Hydrogen Council(2022), Decarbonization Pathways, 2021~2022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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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의 성장에 따라, 수소의 생산, 저장 및 운송, 수송 및 유통, 

수소 활용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 및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딜로이트는 2050년 수소 사용량(2억 5,900만 톤) 

을 기준으로 유관 사업 기회의 잠재 규모를 연 2조 610억 달러로 전망 

했다. 이 중 1조 달러가 수소생산과 판매(4,190억 달러) 및 수송/저장  

인프라(6,130억 달러) 이며, 나머지가 수소 모빌리티, 발전/난방 등 수소 

활용 시장이다. 

하지만 모빌리티시장은 순수 수소 파워트레인 뿐 아니라 완성차 

를 기준으로 한 시장 수치이며 이를 제외하면 역시 초기 시장인 수소  

인프라/생산 분야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 

및 액화/수송 시장은 매우 초기 시장으로 선점효과가 더 클 뿐 아니라 

장기 성장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50년 수소 생산 활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수소 생산 

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상품 거래로서의 수소 판매 수익을 합쳐 연  

4,1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전해조, 개질설비, 포집•저장설비) 투자 

에 2050년 연간 기준 연 1,080억 달러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원료(Feedstock)로 판매될 수소 매출액은 약 3,110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수소 시장 확대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장치 

라고 할 수 있는 수전해 장치(전해조, Electrolyzer) 시장도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수전해 시장 규모는 연간 300MW 수준 

이나 IEA에 따르면 기 발표된 프로젝트만 2023년 1.5GW~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20억달러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 최소 100GW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GW 이상, 연간 100~200억 달러 

의 시장을 의미한다. 단가 하락을 감안해도 50억달러 이상의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IRENA43의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감안했을 때는 시장 

규모가 이보다 2~4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잠재력도 존재한다. 현재 수전해 

기술 분야는 유럽, 북미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넬(Nel), 

ITM파워(ITM Power), 지멘스(Siemens) 등이 북미에서는 플러그파워 

(Plug Power), 하이드로제닉스(Hydrogenics), 커민스(Cummins) 등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소 운송 및 유통의 관점분야로 수출터미널(액화 기준), 수입 

터미널, 수소운송선(액화 기준), 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되는 본 시장은 

2050년 당해 수출입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용량 3,000만 톤과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 
전망: 2조 달러까지 
성장 

43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모빌리티시장은 순수 수소 

파워트레인 뿐 아니라 

완성차를 기준으로 한 시장 

수치를 제외하면 역시 초기 

시장인 수소 인프라/생산 

분야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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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수입터미널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수소운송을 위한 선박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투자비는 2050년 기준 연간 4,870억(액화시설+수소선박+수입터미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소 운송 영역은 크게 파이프라인과 수소 운송(Truck & Trailer), 수소충전소로 구성되며 

2050년 연간 기준 1,26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연장을 정확하 

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수소 시장인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이 보유한 현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길이(㎞) 

의 약 5%가 매년 투자된다고 가정(완전 전환에 20년 소요 가정)할 때, 연간 약 72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50년  

신규 수소차 운행을 위한 추가적인 충전소 설치 투자비로 470억 달러, 충전소 수소 배급을 위한 트레일러 투자비로 

약 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수송/저장 인프라는 기존의 산업용 가스 업체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와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주목할 업체로는 지멘스에너지

(Siemens Energy),필립스66(Phillips 66), 스남(Snam),이와타니(Iwatani)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활용 영역은 선박, 항공, 육상운송기기(자동차), 난방,철강, 발전 등 수소를 직간접적인 에너지 

원으로 투입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2050년 연간 기준 약 1조 2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차량(육상운송기계)으로 금액 규모는 연간 6,370억 달러, 수소추진선은 약 620

억 달러가 될것으로 추산된다. 철강 분야는 연간 140억 달러로 글로벌 기준으로 매해 1~2기의 고로가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되는 수준의 규모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및 연소) 발전 및 난방 전환을 위한 투자비는 연간 3,1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연료전지 

시장이 2020년 약 1,000MW에서 2030년 27GW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30%이상의 고성장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 성장의 동력은 ▲수소차(FCEV44)확대에 따른 PEMFC45 확대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의 

진화(SOFC46) 등에 기반한다. 특히 수소차의 대형화에 따른 용량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대형 모빌리티(열차, 선박)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현재 연료전지 시장은 수송용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한다. SOFC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고정형(주로 발전/난방용) 연료전지의 비중이 20%에서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44    Fuel 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로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차 라고도 부른다 
45    Proton-exchange membrane fuel cell, 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로 고분자로 이루어진 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이다 
46    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 꾸어 쓸 수 있는 에너지변환 장치이다.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 전망 (2020~2050)

출처: IEA(2021), Global Hydrogen Review 2021: Hydrogen Council, Path to Hydrogen competitiveness - a cost perspective ; Deloitte 
Insigh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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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US B$ 달러

생산 및 원료 운송 및 유통 활용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90

한국은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하고 2020년 7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빠르게 마련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수소 활용 분야(수소차 및 

연료전지)에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국내 주요 그룹들도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용화·기술개발 

수준과 기존 사업부문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수소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 건설과 운영 지원, 수소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으로 수소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수소 시장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현실에 맞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과 독일은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그린 수소를 핵심 

동력으로 정하고,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거리용 대형 트럭을 수소연료 

전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수소경제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전략 

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미국의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역시 그린 수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대형 트럭을 중심으로 한 수소시장 

상용화 전략을 업데이트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 

었다. 12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당시의 비전이 그대로 멈춰 있는 원인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부 자금 지원에만 의존한 초기 수소시장 도입 

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수소경제 전략의 업데이트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수소 경제 핵심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시점이다.

딜로이트는 주요국들의 수소 경제 추진 현황을 토대로 우리의 수소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의 가치 사슬상에서 우리 

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는 분야는 없다. 수소의 생산과 수송 및 사용 설비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생산 기술과 단기적으로 액화/액상 방식의 대량 저장과 수송과 관련된 기술력 

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탄소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도 수소차, 연료전지 활용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수소 

가치 사슬에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활용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수소경제로 진입 전략,
우리의 수소 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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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비즈니스 모델 전망 

출처 : Deloitte analysis

수소 경제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수소의 생산과 원료 그리고 저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부존 

자원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그들과 협력하는 구조로 수소경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기술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연료전지 생산 기술을 

내재화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기술고도화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따른 수소차 제조원가 절감(핵심부품인  

셀 스택 제작비용 감소 등)과 더불어, 수소 생산 및 운송량 증가, 충전소 확대 등으로 충전단가도 하락할 경우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규모가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이 용이하며, 승용차 뿐 만 아니라 상용차, 지게차, 선박,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소 저장 분야로 진입이 가능하다. LNG·LPG 인프라를 수소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및 

생산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압력 수소 저장 용기의 소재가 되는 탄소섬유 

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소 저장, 충전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수소 가치사슬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수소 활용 분야에서 시작해 수소 저장, 운송 인프라 분야로 진입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존의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수소 경제 분야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 

하지만 수소 생산등의 기술력 확보는 여전히 수소경제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이다. 우리는 글로벌 수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 국가들의 기술력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수소경제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펼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화학물질 
및 공급시스템

수소 운용 
및 취급

화학물질
탈탄소화

주요 산업 
탈탄소화

4,190억 달러
비즈니스 모델

수소 저장 운송 및 유통 활용생산 및 원료

6,130억 달러 1조 290억 달러

전해조

전해조
운영

촉매제

수소 생산 및 판매

부산물로 수소활용

CCU 및 CCS를 통한 다른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 CCU와 CCS 서비스 제공

로컬 네트워크 상에 H2 저장 및 유통 그린암모니아 생산

화학 공정상 수소 생산

타 산업의 탄소 저감을 위한 H2 제공 그린 스틸 생산

기존 지역간 네트워크 상에 H2 저장 및 유통 그린 합성가스 생산

수소 생성, 수소 pipeline, 액화, 연료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수소 생성, 수소 pipeline, 액화, 연료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연료전지 운영

수소 pipeline, 액화, 연료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전극

분리막

License design

Polymers

Carbon 
Fibers

Lining

Absorbents

Complexes

PFA

PTEF

FEP

FRP

Pipelines

Carbon 
Fibers

촉매제

전극

분리막

License 
design

연료전지 
운영

연료전지
서비스 제공

연료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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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도국들의 동향과 더불어 주요한 수소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들의 진행 중이 수소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환원제철, 액상수소 운송 분야가 유망하며, 미국은 

개질수소 생산과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혼합수소 운송에 강점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개질수소 생산과 모빌리티 분야가 유망하며, 친환경 

수소경제 구축 노력이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소 생산 시설의 주요 부품 공급과 현지 기업간이 협업 

으로 수소저장 용기 개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술 제공으로 그들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충전 인프라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 된다.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로 
현지 공급기회 포착

국가 프로젝트명 추진기간 참여기업 주요내용 참여방향

베스트퀴스테100
(Westküste 100)

하이데 
지역난방공사, 
지역개발청,

홀심(Holcim), 
OG 등

해상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솔루션개발

수소생산 시설 주요 부품 공급 
(PEM 수전해 스택, 전력 변환기등)

~2025

함부르크 
그린수소허브

(Hamburg Green 
Hydrogen Hub)

연방경제 
에너지부,
함부르크 
난방공사,

미쓰비시 중공업

무어부르크 
석탄발전소를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수전해 발전소로 전환

~2025

애리조나 
프로젝트

에너지부 (DOE), 
PNW 하이드로젠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1,600
마일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운송 및 수소 생산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지 기업간 협업 및 
부품 공급

(수소 저장 용기,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공급) 

2021~

1만 가구 수소
프로젝트

중국
과학기술부,

산둥성
지방정부

산업단지와 지역사회,
건물, 교통 등의 분야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
및 응용분야 실증

정부차원 협력 추진
(충전소 인프라 관련 부품 

및 장비 공급)
2021~

독일

미국

중국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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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공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주요국 정부간에 협업이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간 교류 강화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참여 기업 간 기술동향 공유, 공동 기획연구 

추진 및 사업화 협력 등으로 전방 산업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 생산과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업 간 수소 

생태계 연합체인 하이존 제로 카본 얼라이언스(Hyzon Zero Carbon 

Alliance)에 가입(’21.10월)하고, 10개 참여사 중 유일한 수소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로, 얼라이언스 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소저장탱크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SK E&S와 글로벌 수소 에너지 선도기업인 플러그 파워

(Plug Power)는 국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21.10월)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향후 국내에 수소연료 전지·수전해 설비 제조 기반을 마련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연료전지 선도기업인 블룸 에너지(Bloom Energy)와의 합작법인 

설립(’20.1월)과 전략적 동맹 강화(’21.10월)를 통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SOEC)에 대한 글로벌 독점 판매권과 미국 내 EPC(설계·조달·시공) 

독점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사업 기회 확보했다. 

이와 같은 얼라이언스 참여와 기업들 간 협업은 기술력 확보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프라 활용과 수소 판매시장 조성 및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수소 얼라이언스 
참여로 공급망 확대 
기회 포착

수소 경제 선도국 주요 프로젝트 및 참여방향

출처: Kotra(2022), 주요국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명칭 분야 구축연도 참여기업

정부·수송 업계 관계자 
대상 수소전기버스 및 
인프라 필요성 홍보

안정적인 수소 물량확보를 
위한 수소 공급원의 다양화,
자립적 수소 공급 망 구축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출 및 수소 추출

그린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생산 비용 50% 감축

수소 모빌리티 확산,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

• Ballard Power Systems, Nel Hydrogen, Loop Energy, 
Sunline Transit Agency, Foothill Transit, Intercity 
Transit, Sangamon Mass Transit District 등

•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오롱,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삼성물산

• Proton Ventures, Trammo, Varo Energy, GES, 
Port of Rotterdam

• ACWA Power(사우디아라비아), CWP Renewables 
(호주), Envision(미국), Iberdrola(스페인), Ørsted 
(덴마크), Snam(이탈리아), Yara(노르웨이)

• [생산] Ark Energy(호주), Woodside(호주) 등
• [저장] Iljin Hysolus(한국)
• [활용]Hyzon Motors(수소전기차/미국), Total 

Energies (수소충전소/프랑스), Hiringa(수소충전소/
뉴질랜드) 등

• [금융/보험] Bank of America(미국),AXA(프랑스), 
MIG(사우디아라비아) 등

~2025

2021

2021

2021

2020

Hydrogen
Fuel Cell

Bus Council

Korea H2 
Business 
Summit

Hyzon Zero 
Carbon 
Alliance

TransHydrogen
Alliance

Green
Hydrogen
Catap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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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로드맵 발표 등의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할 때, 수소경제로의 변화 방향성은 명확하다. 2020

년까지는 EU, 일본 등이 이를 주도하는 분위기였으나, 미국도 ‘그린뉴딜’ 등의 친환경 정책으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 

하면서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로드맵을 발표('19년 1월)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지위를 보이며 정부 정책적 지원도 집중되고 있다. 다만, 중장기 수소 공급 기반은 

부족한 편이므로 수소생산 및 해외 조달 분야에서의 사업계획 구체화와 수소 가치사설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수소 생산은 경제성 확보,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이 수반되고 중장기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수소경제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시장 성장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며, 개별기업들은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형·지리적 여건상 블루·그린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수요의 상당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과 이를 감안한 수소 생산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과 기업의 구체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비전과 계획이 합치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실현은 희망이 있다. 

수소경제 실현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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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4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WG-Ⅲ)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상, 미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다룬 IPCC 제1실무그룹 보고서(2021년  

8월 발간)와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결과(영향·적응·취약성) 

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2022년 2월 발간)에 이은 세 번 

째 보고서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옵션 및 진전을 다룬 

것이다.1 

우선 동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1.5℃ 온난화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앞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이 '파리협약'을 체결해 기온 상승 

을 '2℃' 내에서, 특히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구체 

적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기온 상승 

을 1.5℃ 내에서 수렴하기 위한 잔여 탄소예산(carbon-  

budget)2 은 510기가 이산화탄소환산톤(GtCO₂eq)인데 비해 

서 현재 가동 중인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배출될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660GtCO₂eq으로 이미 잔여 탄소 

예산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      IPCC (2022), AR6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2      IPCC 문헌에서는 탄소예산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먼저 대기 중 탄소 배출원 및 흡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개념이 있다. 그 다음은 주어진 확률로 지구 온난화를 제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누적 순 인위적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를 말하는 개념으로, 이를 산업화 이전 시기부터 표시하면 총탄소예산(Total Carbon Budget)이고 최근 지정한 날짜부터  
        표시하면 잔여 탄소예산(Remaining Carbon Budget)이다. 출처: IPCC AR6 WGI(August 2021), Annex VII - Glossary
3      한겨레(2022.04.06), ‘현재론 1.5도 방어 불가...기후변화 대응 위해선 재원 배분 문제 풀어야’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2022년 4월 5일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결국 화석에너지 기반 인프라의 

대규모 가동 중단이 없는 한 1.5℃ 

이내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보고서의 핵심이다.3  또한 보고서는 

1.5℃ 지구온난화 저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50년까지는 84% 감소시 

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4

주요국 수소 기술 혁신 및 개발 현황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98

 IPCC 제6차 보고서는 2023년 파리협정의 국제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아마도 이는 2021년 말까지 각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상향 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AR6 보고서의 2℃ 및 1.5℃ 억제 시나리오 범주에 속한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완화 경로를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식 배출전망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노력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지속가능발전경로와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기술의 하나로 수소에너지 기술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는 3대 기술 중에 수소가 태양광·풍력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한다.5 구체적인 전략은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수소 전주기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목표는 단가저감(충전 단가 7천원 → ‘30년 4천원/

kg)과 안정적 공급기술 확보로 명시하고 있다.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밑그림 나왔다’, 2021년 3월 31일 (검색일: 2022년 10월 26일)

감축 경로별 2030년 및 2050년 감축량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도출 방향

43%(34~60%) 84%(73~98%)

23%(0~44%) 75%(62~91%)

27%(13~45%) 63%(52~76%)

27%(~10~115%) 5%(~2~18%)

출처: 녹색기술센터, GTC Focus (2022 Vol.3 No.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구분 2030년까지 감축 비율(%) 2050년까지 감축 비율(%)

1.5℃ 경로(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

1.5℃ 경로(높은 오버슛 존재)

2℃ 경로

NDC 의욕 수준 경로

국가 상위계획 연계성

부문 에너지 전환

37.0%

태양광·
풍력

철강·
시멘트

산업공정
고도화

수소 석유화학 CCUS 수송효율 건물효율
바이오
에너지

산업 저탄소화

디지털화

36.0%
수송

13.5%
건물

7.2%'18년도 배출 비중

10대
핵심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분석

그린뉴딜,
탄소중립 추진전략(LEDS)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분야 설정

부문·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주력산업과 연계된 기술
고도화 및 ICT 기술 융합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기반기술 고려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높은 핵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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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이 가지는 간헐성(intermittency) 문제점을 보완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고열량 에너지 운반체(energy carrier)로, 탄소 감축이 어려운(hard-to-abate) 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수송부분에서의 연료(fuel)로서도 이용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

화석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장소는 대개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에너지도 생산되는 순간 소비되거나, 다른 형태로 저장되지 않으면 추후에 활용이 어렵다. 물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PHES), 압축공기발전(CAES) 등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설비구축 및 무게 등의 이유로 장거리 운송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도 

대량의 에너지를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간단하게 운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수소는 저장 탱크에 저장될 수 있고, 저장된 수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하거나, 트럭, 배 등의 운송 수단에 실어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수소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의 4배, 천연가스의 3배,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도 100배가량 커서 운송 수단의 연료로도 상당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소에너지 기술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수소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수소에너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수소에너지의 잠재성

연료별 부피 및 무게당 밀도 비교

출처: 미국 에너지부(2019)

6      이민환, 수소경제 – 2050 탄소배출제로 수소가 답이다, 경기도 성남시:맥스미디어

무게당 에너지 밀도(kW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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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를 생산하여, 저장 및 운송하여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에너지 기술 생태계는 폭넓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각 부문의 기술수준도 상이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상당수의 수소에너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건설 중이거나 최종투자의사결정(FID)단계까지 이른 프로젝트는 단 4%에 불과하다. 

수소 수요의 불확실성, 불충분한 제도적 규범, 최종소비자까지 수소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R&D)활동은 이러한 기술수준을 개선하고 비용을 감소시켜 상업화 단계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수소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의 높은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공적 연구개발자금투입은 

매우 중요하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공적 연구개발 자금지출이 2017년부터 급성장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적 연구개발 자금지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다.8 이 같은 큰 폭의 증가는 

유럽국가들이 약 2배가량 지출을 늘리며 견인하였다. 한편, 2021년 청정에너지관련 전체 공적 연구개발 자금지출의 

약 5%가 청정수소에너지 기술에 투자되었는데, 최근 수년간 점차 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세계 수소에너지 기술 투자 증가 추세

2018~2021년도 지역별 수소에너지기술에 대한 공적연구개발자금지출 추이

출처: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청정수소에너지 R&D비율

단위: USD 백만달러(2021)

7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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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적으로 공적 연구개발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각국에서는 핵심수소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용화로 이어지는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는 혁신펀드(Innovation fund) 프로그램을 통해 약 32억 달러 규모로 소규모 및 대규모 

수소에너지 기술 실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의 연구개발자금조항(R&D funding provisions)에 의거하여 수전해기술에 10억 달러, 청정수소제조기술에 

5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2021~2022년 기준 수소기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선택국가의 프로그램 목록과 자금규모

국가/지역

호주&독일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일본

우루과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덴마크

스페인

브라질

프로그램

• HyGATE

• Vorzeigeregion Energie

• Innovation Fund

• Green Innovation Fund

• Green Hydrogen Sectoral Fund

•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 R&D 
funding provisions

• DEI+
• GroenvermogenNL

• Low Carbon Hydrogen Supply 2
• Industrial Hydrogen Accelerator
• Industrial Fuel Switching
• Clean Maritime Demonstration 

Competition

•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gram

• PERTE renewables, green hydrogen 
and storage

• Missão Estratégica Hidrogênio Verde
• Fuels of the Future tender

자금규모

호주(3,600만 달러) & 
독일(5,300만 달러) 공동지원

4,200만 달러

32억 달러

160억 달러

1,000만 달러

15억 달러

3,100만 달러

8,860만 달러

8,280만 달러

7,500만 달러

3,300만 달러

7,500만 달러

4,800만 달러

4,220만 달러

1,980만 달러

8,800만 달러

2,960만 달러

3,600만 달러

1,000만 달러

출처: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 Hydrogen Flagship Projects
• National Innovation Programme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y
• Regulatory Sandboxes for the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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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수소생산, 저장, 운송

2010-2021년 기간 수소관련 기술 및 지역별 국제특허패밀리(IPF)

출처: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특허권은 혁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특허권이 혁신을 논할 때 같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개국 이상에서 특허가 출원되었을 때 취득하는 국제특허패밀리

(International Patent Families, IPFs)가 출원과정에서의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간접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IEA에 따르면, 연료전지에 관해서 출원된 IPF의 숫자가 수소생산, 저장, 운송에 대한 특허 숫자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를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지역별로는 일본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연료전지 IPF의 36%를 점유하였지만, 지난 2년간 특히 독일이 

주도하며, 유럽지역이 일본보다 많은 IPF를 출원하고 있다.9 

한편, 수소생산, 저장, 운송에 관한 IPF 숫자가 2010년 이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단 

5%에 그쳤다. 국가/지역별로는 점차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활동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2010~2021

년 기간 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해당분야 IPF의 43%를 점유하였다.10

세계 수소에너지 기술혁신 수준과 개발 현황  

9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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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기술 생태계의 주요 부문별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저탄소 수소 생산에 있어서 

알칼라인(Alkaline, ALK)과 고분자 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생산이 시장성장기

(market uptake)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체산화물(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 수전해 

방식은 시연 단계에 있으며,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은 초기 단계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목되는 기업 활동으로는 독일의 인앱터(Enapter)사와 미국의 알케미(Alchemr)사의 사례가 

있는데, 알케미(Alchemr)사는 kW수준의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앱터(Enapter)사는 2023년부터 이를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추출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CCUS)하는 기술은 여전히 

대규모 프로토타입 및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적으로 CO2를 포획하는 기술(약 60%)

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암모니아와 요소의 공동 생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포획율이 

보다 높은 기술은 대규모 실증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개별 구성 요소 측면에서, 예를 

들어 메탄 개질(SMR), 자열 개질(ATR), 부분 산화반응(partial oxidation reactors) 및 보다 높은 수준의 CO2 

포획기술도 개별적으로는 기술적 성숙기에 들어섰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술들을 포괄하여 대규모로 실증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11  

미국의 모놀리스 머티리얼즈(Monolith Materials)사는 천연가스를 카본 블랙(carbon black)과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메탄 플라즈마 열분해(Methane plasma pyrolysis) 공정을 개발하고, 탄소배출제로(carbon free)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Olive Creak 1’ 프로젝트의 상업 운영을 이미 개시하였다.12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측면에서도 일본과 프랑스에서 하수 슬러지(하수찌꺼기)의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을 위한 프로토타입 생산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수소 생산업체인 

웨이투에이치(Ways2H)(캘리포니아 롱비치)와 Ways2H의 주주이자 기술 파트너인 재팬블루에이치(Japan Blue 

Energy Co, JBEC))(JBEC)는 하수 슬러지를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도쿄 시설의 완공을 발표하였다. 동 시설에서는 

하수 슬러지 건조재를 하루 1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일일 40~50kg의 수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10여 대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혹은 25여 대의 수소연료전지 바이크에 연료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13  

11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12    Ibid
13    Chemical Engineering, Sewage-to-Hydrogen plant reaches completion in Tokyo, March 31, 2022, (Accessed: October 17, 2022)

주요국 수소 기술 혁신 및 개발 현황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04

수소의 해상운송에 관해서는 최근 기술적 진보가 눈에 띄는 데, 2022년 2월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에서 개발한 액화수소탱커인 Suiso Frontier호는 호주로부터 일본까지의 첫 수소 운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럽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 

수소 운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화수소 및 액상 유기 수소 저장체

(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의 전환기술의 기술적 성숙도가 낮아, 해상 수소운송은 초기에는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에너지 패널티)가 30%을 넘는 것은 향후 개선사항이다.14

14    Sudipta et al, Limitations of Ammonia as a Hydrogen Energy Carrier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June, 2021 (Accessed: October  
        17, 2022)

저탄소 수소, 합성연료, 기반시설에 걸친 기술성숙도

저탄소 수소 생산 합성탄화수소 기반시설

1

수전해 CCUS 기타 생산방식 합성탄화수소 저장 운송 전환

2

3

4

5

6

7

8

9

10

11

출처: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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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활용 부문별 기술성숙도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활용기술을 살펴보면, 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에서의 수소사용이 지난 1년간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다. Hybrit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DRI와 강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기술을 

활용한 규모의 첫 번째의 규모 있는 프로토타입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유럽연합 혁신기금(European 

Union Innovation Fund)으로부터 산업 및 상업 규모 수준의 프로토타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3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수송 부문에서도 수소기술의 활용이 지난 한 해 동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연료전지가 육상수송에서 

주요한 기술이지만 내연기관(ICE)에서의 수소 활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일본의 토요타(Toyota)사는 

수소 내연기관자동차 시험제품을 선보인 바가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홍콩의 시노스트럭(SINOSTRUK)와 중국의 

웨이차이(Weichai)는 중국에서 첫 수소 내연기관 상용차를 공개하였다. 

수소연료전지 상용트럭을 충전시키는 인프라의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압

(700bar) 및 고속(high-throughput) 충전소에 발전이 눈에 띈다. 미국 에너지부(U.S. DOE)에 의해서 자금을 

출처: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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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활용 부문의 시나리오별 대량생산 상업화 시점 비교

지원받고,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에어 리퀴드(Air Liquide), 혼다(Honda), 셸(Shell) 그리고 Toyota 

에 의해서 개발된 수소트럭을 충전시키는 고압고속의 충전소는 미국 에너지부가 세운 기준 유량(flow rate)을 

넘어 평균 유량이 분당 14kg에 도달하였다. 프랑스에서는 H2Ha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r Liquide사가 첫 

수소트럭전용 고압수소충전소의 운영을 2022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항공 부문에서는 2022년 제로아비아(ZeroAvia)사가 600kW 규모의 수소연료전기 항공기 엔진을 성공적으로 

지상에서 시험하였다. 회사는 다음 단계로서 수소를 동력으로 한 19석 규모의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2023년 중반 

까지 시행하고, 2024년까지 항공 시험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인프라개발은 기존의 천연가스 설비와 연결망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가스니(Gasunie)사는 2018년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용도를 수소운송으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 수소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16 향후 투자자, 산업, 정책결정자들의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공동의 노력 강화가 수소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동의 노력이 전제되는 ‘혁신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의 ‘평상 시나리오’

보다 수소 활용 부문의 기술 성숙이 상업화에 이르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 짐을 파악할 수 있다.  

15    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16    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Hydrogen Roadmap Europe 2019  

출처: 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2019), Hydrogen Roadmap Europ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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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와 연계하여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나아가 정부는 2030

년까지 추진할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을 2022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17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2019년 

10월에 발표됐는데, 여기서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 수소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2040년까지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의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18도 2020년 

7월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9년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이후로 수소기술의 개별적 연구단위에서는 

우수한 과학적,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연구분야가 대부분 수소 활용분야에 집중되고 그 외의 분야(생산, 저장, 

운송, 안전 등)의 기술성숙도 차이가 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016~2020년 기간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소 R&D투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 투자액은 4,15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활용 등 일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의 활용 분야에 투자된 누적금액비율이 전체 

투자금액의 52%였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투자 동향

2016~2020년 기간 수소 기술분야별 정부R&D투자 추이

단위: 억 원

출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2020.07), 정부관계부처 합동

17    디지털타임즈(2022.09.13), 정부 `국가전략기술` 수소R&D 1조 투입한다’
18    정부관계부처 합동(2020.07),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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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전략을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분야별 이슈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국내 수소기술 혁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가 될 수 있다.19 아래에서는 정부가 평가하는 수소 

기술혁신 수준 및 각 부문과 관련된 주요 핵심기술을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향후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수소 공급원인 부생수소로는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수소생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천연가스 개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가 수소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그 이후인 2030년까지는 수소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고효율·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여 친환경 수소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수소 생산분야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요기술로는 중·소형 개질 수소생산 시스템과 알칼라인/

고분자전해질 저온 수전해 시스템, 재생에너지 연계 P2H기술이 있다.  

수소 저장 및 운송 분야에서는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대량으로 저장·운송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다. 다만, 현재는 수소기체를 압축하여 저장·운송하는 방식 외에는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체저장·운송 기술을 고도화하여 수소 운송량을 

증대하고, 수소를 대량으로 안정성 있게 저장·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액상수소화물 저장·운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 저장 및 운송 분야에서 주목되는 주요기술로는 고압기체저장 탱크, 중/장거리 

수소배관망, 튜브 트레일러용 대용량 복합재용기, 액상수소화물 수소저장/추출 시스템, 수소액화 플랜트, 

액체수소 저장탱크, 액체수소 탱크로리, 액체수소운송선 화물창 등이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혁신 수준과 개발 현황  

19    정부관계부처 합동(2019.10),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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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정부는 수송부문에서는 타 분야로의 확장성 

이 큰 연료전지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독점성이 높은 부품은 국산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 

부문 주요기술로는 철도차량, 건설기계, 선박용 연료전지 파워팩, 

드론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다. 또한 발전·산업부문에서는 발전용 연료 

전지시스템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설치비와 발전단가를 절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전·산업부문에서의 주요기술로는 마이크로열병합 

연료처리장치 및 연료전지시스템, 분산발전용 시스템 모듈화 및 

캐스케이딩,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시스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 전 주기 안전·환경·인프라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 

한 다른 분야와 달리 비교적 연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유럽·일본· 

미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 의존 

도가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소 전 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2030년까지 동 부문 시스템 완비를 추진한다. 주요 

기술로는 안전/표준·인증/환경·경제성/충전설비/도시·클러스터 기반 

의 실증기술 등이 있다. 

국내 수소 활용 분야의 문제점 현황

수송부문

해외의 수소경제경쟁국들은 

승용차 중심에서 상용차, 

철도차량, 건설기계, 선박, 드론, 

유인항공기로 기술을 확대 

해 나가는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승용차 중심이며 촉매, 

이오노머(ionomer) 등의 일부 

부품은 수입에 의존

발전·산업 부문

발전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제작·운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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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술개발 로드맵(핵심기술 개발계획)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수송수단

연료이용 시스템 설계,
소규모 실증

시스템 효율
78%(HHV)

('30)

'30년 
100MW급
시스템 개발

시스템 효율
50kWh/
kg-H2

45만원/kg

50톤/일
80,000㎡/

탱크1기

1,000N㎡-H2/
h급

수소추출시스템

1,500L·450bar
튜브트레일러,

35톤급 탱크로리 등

160,000㎡급
액체수소운송선

(철도)내구 25년
(건설기계) 내구

2만시간

시스템 가격
50만원/kW,

내구 20년

시스템 출력밀도
0.6kW/kg('30)

재생전원 연계
수십 MW급 실증

('30)

물분해

물리적
수소저장

화학적
수소저장

수소운송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1MW급
원천기술 및

스택기술 개발

설계단계

100만원/kg

0.1톤/일
3㎡/탱크1기

유기수소화물
신소재 개발

200bar
튜브트레일러,
단거리 배관망

원천기술 개발,
기본설계

국내 개발 및
실증 단계

R&D
(대양선박은
기초연구)

핵심 부품기술
해외 의존

대분류 중분류 현 수준
단기 중기 장기

목표
~'20 '21 '22 '23 '24 '25 ~'28 ~'30 ~'35 ~'40

소형 개질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중형 개질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연계 P2H 기술 개발

고압수소 저장시스템 
가격 저감 기술 개발

수소 액화플랜트 및 저장 기술 개발

유기수소화물/암모니아(추출)

대용량 기체/대용량 액체/수소 배관망

해외생산 수소 이송용 
선박 기술개발

액상수소화물 저장 및 추출 기술 개발

육상 운송비용 저감 기술 개발

기술개발 현황/보급 실적/경제성·환경성 분석 이후 국가수소공급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 재정비

소형 선박용 대양 선박용

수소 열차용/중대형 건설기계 고속철도용

일반 및 특수목적용 대형물류 운송용

수소선박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연료전지시스템 모듈화 및 전장장치 개발

수소 드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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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관계부처 합동(2019.10),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활용
발전·산업

안전·
환경·
인프라

시스템 가격
800만원/
kW('30)

발전단가
141만원/
kWh('30)

안전성평가
기술수준 98%

품질 표준/장비
개발 누적 10건

시험 인증
기준/장비 10건

63,000㎡/주
벙커링 터미널 

설계

도시 단위
건물/교통/
기반 실증

수소 전 주기 통합
환경성·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구축

효율 90%('30)

DB구축 100%

국제표준 15건

국산화율 100%

밸류체인별 구축

고정형
연료전지

안전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술

환경 및
경제성
평가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사회
기반 구축

시스템 가격
2,700만원/kW

(PEMFC 기준)

효율 약 75%

선진국 의존

국제표준 미흡

국산화율 40%

사례 없음

발전단가
241원/kWh

안전성평가
기술수준 78%

품질 표준/
장비개발 2건

시험 인증
기준/장비 3건

인벤토리·
환경성 평가
기준 없음

수소분야 적용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없음

유사연료 
벙커링 터미널 

기초설계

소규모 실증
진행 중

대분류 중분류 현 수준
단기 중기 장기

목표
~'20 '21 '22 '23 '24 '25 ~'28 ~'30 ~'35 ~'40

저장·운송 전략수립에 활용

마이크로열병합 소형화·제품 다양화

분산 발전용 고효율·고신뢰성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대규모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소재, 부품, 시스템 안전평가 기술 개발 DB 구축

전주기 설치, 안전 및 
사고예방 기술 개발

전주기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

품질 및 측정기술(시험법/장비)개발

모빌리티, 에너지 및 공급/계량 등 표준 개발

소재/부품/제품 시험 평가 및 인증 개발

전주기 환경성 분석 프로그램 개발 검증 및 보완

검증 및 보완

환경·경제성 
통합 분석

프로그램 개발

전주기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비즈모델 개발

수소 충전 기술 개발

수소 벙커링 기술 개발

평가 및 실증

검증 및
항만실증

수소 전 주기 분야별 집적 클러스터 실증

도시기반 수소 전 주기 기술 및 최적 운영시스템 실증 상용화·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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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소 산업 생태계 구조와 경쟁력 수준

출처: 산업연구원(2019), 한국 수소산업 생태계 분석과 발전과제

지금까지 국내외 수소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소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국에서 수소에너지 기술우위를 선정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수소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소활용부문 기술에 연구가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사한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수소 산업 분야의 기업은 약 372개 사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가 약 30%로 비중이 가장 높고 수소 공급보다 수소 활용 분야의 비중이 65.5%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에서 각각 66.0%, 20.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국내의 수소산업은 아직까지 발전초기 단계로서 수소 시장 규모도 매우 작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20

시사점

20    산업연구원(2019), 한국 수소산업 생태계 분석과 발전과제

수소생산

• 부생수소

• 추출수소

• 수전해수소

• 수소 제조 장치 
(개질, 전기분해)

• 개질기, 탈황장치, 
수전해장치, PSA,
압축기

• 부생수소 상용화

• 추출·수전해는 
실증단계

• 원천기술 미흡

• 상용화·실증 부족

(추출,수전해)

• 파이프라인

• 튜브트레일러

• 액화탱크로리

• 수소저장용기

• 트레일러

• 수소공급배관

• 유량계, 촉매, 
센서, 고압개관·
밸브 등

• 고압기체 상용화

• 액화·액상기술은 
개발단계

• 핵심기술 미흡

• LNG·부생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경험

• 파이프라인

• 튜브트레일러

• 이동식

• 개질

• 수전해

• 압축기, 고압용기, 
디스펜서

• 수소충전소 31기 
구축(2019.10)

• 부품 국산화율 
미흡(40%)

• 사업성 부족

• 수소차

• 수소버스

• 수소선박

• 수소열차

• 수소드론 등

• 연료전지시스템 
(스택, 수소·공기 
공급장치 등)

• 수소저장장치

• 전장장치

• 운전장치

• 수소차 양산단계

• 선박·열차·드론 
등은 R&D 단계

• 수소차 양산

(2013)
• 부품 국산화 99%
• 소재기술 미흡

• 수송용

• 가정·건물용

• 발전용

• 휴대용

• 셀스택

• 연료변환기

• BOP
• 전자장치

• 수송용(수소차)·
발전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분야 선도국 수준

• 시스템·운영기술 
확보

• 전극, 촉매, 전해질 
수입의존

저장·운송 충전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제품

및

방식

부품

소재

국내

성과

경쟁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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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며, 수소기술생태계 발전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은 지난해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등의 분야에 2030년까지 4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수소 

기술생태계 발전에 응답한 바가 있다. 

2022년 시점에서 이를 다시 평가한다면,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서 세웠던 수소차와 수소충전기 보급률 등  

주요 성과 지표가 2022년 말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소충전기 

는 당초 올해까지 31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였지만, 126기에 그치고 있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률도 목표의 

50% 선에 멈춰 있어 목표 달성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만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안주하기보다 

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향후 투자자, 산업, 정책결정자들의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략적 

인 공동의 노력 강화가 앞으로의 장기적인 수소생태계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관 

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수소 수요의 불확실성, 불충분한 제도적 규범, 그리고 최종소비자까지 수소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주요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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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신인식 Manager l Deloitte Insights 

Part 2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부상

Part 2

1. 들어가며 

2. 글로벌 수소 수급 전망  

3. 선도국들의 수소 지원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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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유발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동시에 친환경 대체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후대응 노력에서 에너지믹스의 전기화가 긴요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경제적 한계 때문에 약 20~50%는 전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수소는 전력 생산 등 전력 시스템뿐 

아니라 산업 원료 및 공정, 모빌리티, 건물 난방, 취사의 영역까지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이 

상업화되면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진 데다 전해조 비용도 급격히 낮아지는 등 수소 실현 여건이 무르익었다. 청정 

대체에너지 저장과 운반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으로 인해 에너지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소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수소의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장래에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따라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수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등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경제는 큰 틀에서 생산(추출, 수전해, 부생수소 등), 저장 및 운송(장거리 운송인프라, 액화저장 등), 활용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주요 수소경제 선도국들은 다양한 정책 지원과 더불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수소 수요 전망과 더불어 선도국들의 지원정책과 추진 중인 주요 

실증사업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1    Deloitte Insights 19호, 2021

수소경제란 

화석연료 중심인 현재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의 하나로 사용하는 경제 및 

산업 구조를 뜻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여 산업과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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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소 전략 발표 현황(‘21년 6월 기준)

출처: Lit 리서치 보고서(2021)

발표 완료

정책 논의 중

발표 준비 중

조치 없음

파일럿 및 실증 프로젝트 지원 중

조사 비대상

16

11

27

5

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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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식에 따른 수소의 종류

출처: 한국기계연구원

먼저 수소는 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가 배출되는 수소는 '그레이수소'로, 이는 천연 

가스를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 화학 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나뉜다. 

그레이 수소 생산 시 배출된 탄소를 포집, 저장 

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대적으로 감축한 수소를  

‘블루 수소’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2 또한 ‘그린 

수소’는 순수하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

(수전해)하여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그레이 수소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혹은  

블루 수소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울산, 여수,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중심으로 연간 약 

164만 톤의 부생수소가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소차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기술 수준은 높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과 

이에 기초한 그린 수소 생산기술(수전해 기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블루 수소와 같은 순수한 청정에너지원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수소의 생산 

구분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생산방법

탄소배출량

개질(추출)수소: 고온/고압 상에서 
천연가스를 분해

부생수소: 석유화학 공정 또는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생성

그레이 수소 생산 시 배출된 
탄소를 포집 및 저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

수소 1kg 생산 시 약 5~10kg 소량 없음

2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접속일: 2022.10.23), 수소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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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액체, 액상 

등의 방식으로도 저장 및 운송이 가능 

하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분야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인근 석유화학단지에서 

수소를 공급받거나 중장거리의 경우 고압의 

 기체를 튜브트레일러에 압축하여 운송하는 기체 

상태의 저장 및 운송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수소가 극저온(영하 

253도 이하)에서 액화될 경우 부피가 기체수소 대비 1/800 수준으로 

감소하여 대량 저장 및 공급에 용이하다. 또는 기체수소를 액상수소운반 

체(톨루엔 등)와 결합하거나 암모니아(NH3)로 합성하여 운송하는 방식 

도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액체 및 액상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 

하고 탱크로리 및 선박을 통해 대량 운송하는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가스의 저장, 운송 기술은 확보했으나 수소의 해외 

생산, 수입에 필수적인 액화 및 액상 기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소는 현재 중·단기적으로 수소차와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은 이미 상용 

화 이후 기술 고도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 짧은 

충전시간, 완충 후 긴 주행거리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장거리 운행 상용차 중심 

 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모빌 

리티 및 발전 분야에서 선박, 드론 등 모빌리티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타 산업 내 수소 활용도 또한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생산된 암모니아, 합성 등유를 원료로 하는 선박 및 항공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철강 산업에서는 코크스를 대체하는 

환원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프타의 원료 등 타 산업 내 수소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며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
및 운송

수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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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시장
공급 전망

지난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전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7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탄소중립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했다. 뒤를 이어 중국은 2060년까지,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2022년 9월 

기준 약 140여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선언했거나 선언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춰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글로벌 

수소시장의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수소 생산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약 9%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소 

생산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또한 약 1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석유화학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3 하지만 이러한 

그레이 수소는 궁극적으로 그린이나 블루 수소에 비해 생애주기 상 탄소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유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수전해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수소 생산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약 9%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석유화학시설 설비 

를 활용한 그레이 수소 생산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 

까지 청정에너지원 중 하나인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수소시장 수급 전망

3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 
4    Hydrogen Council(2022), Hydrogen Insights Report September 2022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춰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글로벌 

수소시장의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형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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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 방식별 수요

글로벌 수소 생산시장 추이(지역별)5

수소 유형별 수급 전망6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20 2025 연평균성장률

아시아태평양 58,042 93,468 10.0

유럽 27,898 43,543 9.3

북미 31,999 49,260 9.0

중동 4,648 6,246 6.1

남미 5,273 6,676 4.8

아프리카 1,758 2,191 4.5

글로벌 129,618 201,385 9.2

출처: 한국기계연구원(2021)

출처: IEA ‘Net-zero by 2050’ Report

5    한국기계연구원(2021), 탄소중립의 기반 – 수소 기계기술 
6    IEA, Net-zero by 2050 Report, 2021

글로벌 생산시장 규모

단위: 십억$

CAGR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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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룸버그 NEF, 딜로이트 분석 자료

7    Bloomberg NEF, Deloitte Analyses, Global Hydrogen Economy Projections, 2021 
8    Hydrogen Council(2021), Hydrogen Insights 2021

글로벌 수소시장
수요 전망

수소의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폭발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및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론적 최대 

값으로 본 수소 수요량은 최대 1,370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운송용, 산업용, 발전용 수소의 수소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며 

고른 분포를 보였다.7

세계수소위원회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28개 수소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EU(126개), 아시아 

(46개), 오세아니아(24개), 북미(19개) 순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많았다. 보고서에서는 수소 프로젝트는 유럽이 주도하고 호주와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이 뒤따르며 수소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8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의 대규모 생산은 불가능하지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 

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204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2019년에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수소 수요 전망

이론적 최대값

운송용
524MMT

산업용
515MMT

발전용
439MMT

빌딩용
106MMT

총 수소 수요량: 1,370MMT(million metric ton)

696MMT

187MMT

53MMT

219MMT

123MMT

301MMT

123MMT
37MMT
6MMT
21MMT

난방 및 온수용

시멘트
제철
유리
알루미늄
정유
에탄올
암모니아
승용차
버스
소형 트럭

대형 트럭

선박용

연료전지 발전,
수소 가스터빈

강력한 도입 정책 약한 도입 정책

7%

32%

37%

38%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전체 24%를 차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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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사용량은 200만 톤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의 절반은 전기분해를 통해 얻는 깨끗한 청정 수소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의 사용처로는 2050년까지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용, 그리고 전력 

발생용으로 대부분 활용되며 도로, 항공, 해운, 빌딩 등에서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전해방식 생산 

설비량은 202년까지 850GW, 2050년에는 3,600GW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9 최근 칠레와 호주는 

전 세계 수소경제 선도국이 될 것임을 자처하며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송이 어려운 수소의 운임단가를 낮추기 위한 

국제정세 안정과 관련 기술의 혁신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      IEA,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020 
10    Wood Mackenzie(2020), Future Outlook of Hydrogen Economy

수소 기반 에너지 예상 수요처 (2020-2050)

출처: IEA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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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맥킨지와 딜로이트의 국가별 수소 수급 전망에 따르면, 호주와 러시아, 미국은 수소 순 수출국가로 분류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은 수소 순 수입 국가로 이들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민간 기업들은 이미 호주 수소 생산 지자체 및 기업들 

과 다양한 기술개발 협력과 수소 해상운송 단가 효율화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수소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따라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정부 차원의 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시장 선점과 활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소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범지구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호주를 포함한 주요 수소 

경제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별 수소 수급 전망10

출처: 우드맥킨지, Deloitte 분석자료

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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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총 4조 달러)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1

년 8월 양당의 초당적인 합의안에는 총 5,500억 달러 

중 수소경제 관련 95억 달러 2026년 까지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미국 내 4개 지역 수소 허브 구축에 80

억 달러, 수전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10억 달러, 기타 

클린수소 개발/생산/운송/보관 프로젝트에 5억 달러를 

책정한 바 있다.12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Plug Power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충전소/수전해 기술), Blo- 

om Energy(SOFC 연료전지), Air Products(수소 생산 

및 유통) 등의 미국 기업이 수소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정부 투자와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힘입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경제 환경 

조성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100% 탄소 무배출,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프라 계획과 연계하여 전기차 등 교통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분야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R&D 분야 중 에너지 

저장, CCS, 수소, 첨단원자력, 희토류원소 분리, 부유식 

해상 풍력, 양자컴퓨터, 전기차 등을 핵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13 

수소의 생산

수소의 생산 측면에서 미국은 수소의 100% 자급을 

목표로 대량의 수소를 그린이나 블루 수소와 같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은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내 1,600마일 이상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다. 2030년까지 수소 수요를 1,700만 톤 

으로 확대하고, 자급률 100% 달성을 위해 수전해설비 

기술 투자를 비롯해 그린 및 블루 수소 생산에 필수적 

인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세금 지원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의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한 후 천연가스 수송관을 통해 

공급하는 ‘Wind2H2’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주관으로 

미국이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어떤 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인 ‘H2-Scale’ 프로 

젝트 또한 진행 중이다. 한편 상업적 용도의 수소생산 

기술의 개발 촉진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US Driving Research and Inno- 

vation for Vehicle efficiency and Energy sustain- 

ability(USDRVIE)’를 통해 ‘수소생산기술로드맵’을 발표 

하고 한 단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 중 

에 있다. 금번 발표된 ‘수소생산기술로드맵’은 총 7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산 

천연가스 개질, 바이오유래 개질, 석탄 및 바이오매스 

선도국들의 수소 지원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12    KOTRA(2021), 글로벌 마켓 리포트 –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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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bid 
15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가스화, 수전해, 열화학, 광전기화학, 바이오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지게차와 연료전지 등 비수송 

부문에서의 수요창출에서 상당 부분 기반이 다져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민간 기업에서의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2021

년 기준 약 2만 6,000대의 연료전지 지게차가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 보급되어 물류창고 등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T&T 등 이동통신업체의 경우 이동 

통신타워 등에 고정형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설치를 목표하며 

민관 합동으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4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미국은 수소의 고밀도 저장 시스템 및 탄력적인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2021년 미국 에너지부 수소 

연료전지기술국이 미국 내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 

한 걸프만, 캘리포니아, 미시간호를 거점으로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를 운송하는 ‘HyBlend’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를 운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대부분의 그레이 수소가 미국 남부와 

걸프만에 위치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향후 이들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수소 운반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저장 기술 부문에서 미국은 액체 수소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밀도 저장시스템 개발을 

통한 저장 및 운송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경우 NASA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1950년대부터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액체 수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30만 평방미터 규모로 1,000일 이상 저장 

이 가능한 상용화 시설 구축과 운영 실증 연구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15 

수소의 활용 

수소 인프라 및 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 

으로 정책적 지원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 3,9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수소 인프라 분야 초기 단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2013년에는 3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 

한 민관협력 협의체인 ‘H2USA’를 출범하여 독일, 일본, 

호주 등의 유사 단체와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수소 

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특히 민관 협력단체인 ‘수소 

연료전지파트너십(CaFCP)’을 중심으로 2030년 까지 

충전소 1,000기를 구축하고 수소차 100만 대를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한 11개 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량,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Zero Emission Vehicle(ZEV)’ 크레딧 제도를 통해 

수소차 확산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FCEV)가 보급된 미국은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게차 등 상용차 위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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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독일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 36.6%에서 

2019년 17.9%로 대폭 감소했으며, 지난 2021년 4월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기점으로 당초 2050년 탄소 

중립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강화되었다. 특히 제7차 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소비 부문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생산, 시스템통합, 

섹터커플링 등 4대 중점 부문을 선정하고 산업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이산화탄소 자원 활용 지원, 

녹색수소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가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EU 권역 내 수소경제 생태계에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수소의 생산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그린 수소 

생산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독일은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을 수립하고 2030년 수소 수요량(90~110TW가량)의 

13~16%를 자체 충당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동 

전략에는 국제 수소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 전단계에 

걸친 민간투자와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자국 

수소시장에 70억 유로, 해외 수소시장에 20억 유로 등 

총 90억 유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보급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함께 타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수소 

융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해 2030년에 5GW, 2035년부터 2040년 

까지 추가로 5GW를 증축하여 총 10GW 규모의 수전해 

수소기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세금 및 

부과금 면제 방안 또한 검토 중에 있으며, 수소 자체생산 

외에도 북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으로부터 수소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략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아우디(Audi)

는 가스 그리드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메탄가스

(수전해 수소 + CO2) 공급 실증단지를 이미 2016년 

에 구축을 완료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내수 

시장 구축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그린 수소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생산용 재생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이를 수전해 시설 설치 및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유인책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2  No.24

127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독일은 광범위한 천연가스 네트워크(파이프라인 등), 

저장 설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액체 수소 및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등 액화 

기반의 수소 저장 기술 개발 실증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변환 

및 저장 후 필요 시 전기로 다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P2G(Power to Gas)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그린 수소에 대한 지속가능성 

표준과 원산지 증명 도입, 유럽 수소 이니셔티브 이행 

등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소의 활용

독일은 특히 운송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 

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기후실행계획 2050(German  

Climate Action Paln 2050) 에 따라 2030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약 40% 

감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전기 사용이 어려운 모빌리티 분야(항공, 해운 등)에서 

수소 수요 확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수소차 상용화 

를 위해 2020년에는 수소충전소 100개소 건설을 완료 

했고, 매년 평균 10~15개소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는 수소차 18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목표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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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립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에너지 공급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국제 수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2014년 ‘신에너지 

기본계획’을 첫 시작으로 2017년에는 ‘수소 기본 전략’, 

그리고 지난 2020년 ‘수소연료전지로드맵’을 차례로 

발표하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수소의 생산 

일본은 해외 의존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저비용 수소 조달 및 공급을 위한 해외 자원 

활용과 자국 내 그린 수소 생산 역량 강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2014년 발표된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은 2040

년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있고, 수소사회로 본격적인 진입을 예상한 2

단계는 수소발전과 대규모 수소 공급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호주 등의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구축망을 짜는 데 집중했다. 

일본은 2014년 로드맵 발표 이후 산업 및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새로 반영하여 주요 기술개발, 수소 단가,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이 담긴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

을 2019년에 재발표하게 된다.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수소의 생산 등에 대한 기술개발 분야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소공급을 연간 200만 

톤 수준에서 2030년까지 연 300만 톤 수준으로 높이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또한 포함됐다.16 

16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일본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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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액체 수소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액체 수소 비용 절감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J파워, 

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 쉘 재팬 등으로 구성된 수소 

에너지공급망기술연구협회(HySTRA)는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추출 및 액화된 수소를 일본 고베 시로 운송, 

저장할 수 있는 액체 수소 공급망을 구축한 바 있다.17 

또한 일본 대기업 4개사(치요다화공건설, 미쓰비시 그 

룹, 미쓰이 그룹, 닛폰유센)로 구성된 고등 수소 에너지 

체인기술개발협회(AHEAD)는 브루나이 LNG플랜트에 

서 뿜어져 나온 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를 액상수소 

형태로 운송하는 공급망 구축을 실증 추진 중에 있다.18 

이 밖에도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탈탄소화 암모니아 

생산 타당성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9년 7월 

에 체결하고 러시아 Rosatom Overseas와도 수소 

생산 및 수출입 관련 공동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의 글로벌 수소 공급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일본 민간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수소의 활용

일본은 2014년 발표한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에서 

수소에너지 사회 전환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수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020년 

까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수소경제 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미활용되는 다양한 자원(부생 수소, 폐플라스틱, 재생 

에너지 등)을 저탄소 수소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내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진행중인 

실증사업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수소 

공급망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다. 특히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를 보유 중으로, 

수소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암모니아 발전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약 

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수소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탄소 

무배출 항공기,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카본리사이클, 

암모니아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기금’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꾀 

하고 있다. 

17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 배경과 핵심내용 분석(I)
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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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은 석탄 에너지공급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저탄소에너지원별 발전 부문에서는 수력이 가장 

높으며 최근 원자력 및 풍력 발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연료전지 기술 개발, 수소전기차 산업 

육성,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부문에 대한 정책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했으며,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반 구축,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에너지법(안)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신규 편입했으며, 중앙정부의 방침 아래 

지방정부는 다양한 계획과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수소의 생산 

중국은 글로벌 1위 수소 생산국으로 생산 규모는 2025

년까지 약 427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소 

생산량은 약 2,500만 톤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19 중국의 

수소 생산은 석탄 개질이 62%, 천연가스 개질이 19%, 

부생수소가 18%, 수전해 수소가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다만 중국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생산은 부생수소에서 점차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수전해방식으로 전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에 

있다.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은 2030년 중국에너지 

소비량의 5%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연간 

수소 사용량은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60년 중국 수소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은 1억 

2,000만 톤에 달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3월 중국 발전개혁위원 

회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

2035)을 발표하고,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단계별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수소에너지가 중국의 전략적 에너지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소의 저장 및 운송 

중국의 수소 저장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약 14억 

달러로 전망되며 연평균 약 5.7%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체 수소의 80% 이상을 기체 형태로 

저장하고 있고 항공 부문에서만 액화수소를 소량 사용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의 수소 주요 운송수단은 고압기체 

튜브트레일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액화수소 탱크로리와 수소 파이프라인 수송 방식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소는 

19   중국석탄가공활용협회 통계자료 분석 
20   IRENA, Hydrogen from Renewable Pow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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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수소연맹 자료 분석

부식성, 수소취성 등의 특징이 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방식 채택 시 파이프라인의 재료, 밸브, 

설비, 부품 등을 엄격하게 선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수소 파이프라인 수송비용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비용보다 최대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중국수소연맹에서 발표한 ‘중국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소파이프라인 

총 연장 길이는 약 4,500km인데, 이 중 미국이 약 

2,600km, 유럽이 1,598km인 반면, 중국은 400km 

미만에 불과한 상태다.21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대규모 

수소도시 건설을 통해 해외 기술력, 자본 유입을 통해 

수소 저장 및 운송 관련 기술 개발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1월 중국 국가에너지국 과학 

기술부는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주입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 

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의 활용 

중국은 잠재적으로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어 버스, 트럭, 지게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국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와 중국수소산업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수소버스 보유 

량은 2020년 5,000대에서 2025년 7만 1,600만대, 

2030년 21만 1,700대까지 증가하고, 트럭은 2020년 

5,000대에서 2025년 2만 8,400대, 2030년 8만 

7,200대에 이를 전망이다. 승용차는 2030년 64만 대 

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베이징-텐진-허베이 

를 묶은 징진지 지구는 2025년까지 수소차 5,300대와 

수소충전소 49기를 보급해 항구, 광석 및 철강 생산, 

건축자재 운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광둥성에서는 

2020년 11월 ‘수소연료전지차 산업발전 실시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광둥성 내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시설, 

유관 밸류체인 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루가오, 타이저우, 원푸)를 선정하고 해외 수소 기술력 

유입을 위해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5

년 ‘제조 2025’에서 신에너지자동차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연료전지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맞춘 시 단위 지원 

정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하이 

시의 경우 ‘수소전기차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020년에 100여개 이상의 연료전지 부품기업을 유치 

하는 데 지원책을 펼쳤으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라고 할 수 있는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수소 도시 건설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산업 파크를 

기 조성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풍부한 수소 자원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에너지원이 아닌 암모니아 및 

메탄올 합성, 정유 및 석유화학의 원료로 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수소차(FCEV)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수소차 

생산 및 판매량은 COVID-19 영향, 수소차 시범지역 

초기 참여 민간기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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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내 수소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 호주는 특히 갈탄, 천연가스 등 수소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자원이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기존 대규모 유전, 가스 지층 등을 활용하여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매장할 수 있다.22 호주 

는 지난 2018년 ‘국가수소로드맵’을 발표하고 호주 

수소산업의 전 밸류체인에 걸친 기술개발, 시장 현황 

및 전망, 투자 관련 내용까지 포함했다. 1년 후인 2019

년에는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 전후를 기점 

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과 실증 시기, 시장 활성화 시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수소경제 구축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호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 차원의 

양자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3대 수소 수출국 목표도 제시했다. 이처럼 호주의 

수소 전략 핵심은 바로 ‘수소허브(Hydrogen Hub)’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대규모 수소 유통 중심지 선점을 통한 효과적인 인프라 

개발, 규모의 경제 확보, 기술혁신 촉진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수소의 생산 

호주는 풍부한 수소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수소 

생산과 수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탄소포집기술 

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 

로 2030년까지 수소 생산비용을 1kg 당 1.39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기술개발에 약 3.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23 

특히 호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에서 마련한 

수소에너지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수소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허브’로 운송한 후 

사용처에 공급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 

에 있다. 호주의 수소 생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을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방식의 물분해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의 공급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그린 수소의 생산은 CO2를 배출하지 않지만, 

높은 생산 단가,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고도화된 

수전해 기술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호주는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에서 가스를 추출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CCS와 결합해 블루 수소 또한 

생산이 가능한데, 호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 

하기 위해 스팀메탄개질(SMR), 석탄가스화(Coal Gas- 

ification), CCS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24 

22   KOTRA(2021), 글로벌 마켓 리포트 – 호주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협력 방안

23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홈페이지, (접속일: 2022.10.18), 호주의 국가수소전략 개관

24   주호주대사관, 호주 수소에너지 동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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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전략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점 주무기관 주요내용

2018

2019.11

2020.05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

수소로드맵(National Hydrogen Roadmap) 발표

- 수소산업 참여 이해관계자에게 수소 생산 방법, 저장 
및 이송, 수소 활용 분야의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

호주 정부협의회
(COAG)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발표

- 목표: 2030년까지 세계 수소분야 주요국 입지 확보

- 추진방향: 수소허브 구축, 투자 유치로 수소산업 육성, 
국제시장 선도 및 수소 거래 활성화 등
- 주요조치: 21개 주요조치 및 57개 세부과제 제시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저탄소 기술투자 로드맵 발표

- 목표: 저탄소 기술 확보

- 추진방향: 매년 저탄소기술보고서 발표(2030년까지 20억 
호주 달러 투입 예정)

수소의 저장 및 운송 

호주는 2050년까지 전체 수소 생산량의 75% 수출과 

동시에 對아시아 3대 수출국 달성을 위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간 양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갈탄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수소를 일본으로 

운송하는 Hydrogen Energy Supply Chain(HESC)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2020년에는 호주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한국 현대차를 비롯한 

현지 철강 생산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생산된 수소 

를 액상 암모니아를 활용해 수송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이 발표 

한 ‘호주의 수소 수출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호주의 주요 수소 수출국으로 선정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수소의 생산은 물론 저장과 

운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5

수소의 활용 

호주는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시드니 도심 내 수소버스 시범운행 서비스를 시행 중 

이고, 빅토리아 주에서는 ‘Zero Emission Vehicle 

(ZEV) 로드맵’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를  

위한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발표 

했는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ZEV 구매를 위한 지원금 

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수소차 구매에 대한 인센 

티브 확대 역시 꾀하고 있다. 

25   호주에너지청(ARENA), 호주의 수소 수출기회 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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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주요 선도국 실증사업 지원 정책 비교

국가 분류 수소 실증사업 지원 정책

미국

생산

생산

생산

•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을 통한 100% 자급 목표
• 2030년까지 1,700만 톤까지 생산 확대 계획 중
• ‘H2@Scale’ 프로젝트 통해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중
• 분산 천연가스 개질, 바이오유래 개질, 석탄 및 바이오매스 가스화, 수전해, 

열화학, 광전기화학, 바이오 등 7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공공 투자 집행

• ‘국가수소전략’ 수립을 통한 2030년까지 수소 수요량(약 90~110TW)의 
13~16% 자체 충당 목표 수립

• 2030년까지 5GW, 2040년까지 추가 5GW 규모의 수전해 수소기반 
생산시설 구축 목표 수립

• 수소 생산용 재생에너지 부과 세금 면제 통한 생산설비(수전해 시설, 
해상풍력 등)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통해 수소발전과 대규모 수소 공급시스템 
인프라 구축 추진 중 

•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호주 등의 국가들과 수소 공급망 구축에 집중
•  수소공급을 현재 연간 200만 톤 수준에서 연 300만 톤 수준으로 확대 

위해 수전해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책 발표

저장 및 운송

저장 및 운송

저장 및 운송

• ‘HyBlend’ 프로젝트 통해 미국 내 주요 석유화학단지(걸프만, 캘리포니아, 
미시간호)를 거점으로 천연가스 배관망 통한 수소 운송 사업 진행 중

• 저비용, 고밀도 액체 수소 저장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운송 
효율화 사업 진행 중

• ‘P2G(Power to Gas)’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수소로 변환 
및 저장 후 필요 시 다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실증사업 추진 중

• 광범위한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및 저장 설비 활용을 통해 액체 
수소 및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등 액화 기반의 수소 저장 기술 개발 실증 
연구에 집중

• ‘수소에너지공급망기술연구협회(HySTRA)’ 설립을 통해 추출 및 액화된 
수소를 고베 市로 운송/저장할 수 있는 액체 수소 공급망 구축 추진

• ‘고등 수소에너지 체인기술개발협회(AHEAD)’ 사업 통해 브루나이 LNG 
플랜트에서 추출된 가스로부터 생산되 수소를 액상수소 형태로 운송하는 
공급망 구축 사업 추진 

• 사우디 아람코와 탈탄소화 암모니아 생산 타당성조사 양해각서 체결
• 러시아 Rosatom Overseas와 수소생산 및 수출입 관련 공동연구 착수

활용

활용

활용

• 민관협력 협의체인 ‘H2USA’ 출범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들과의 기술 
협력 추진

• ‘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CaFCP)’ 통해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1,000
개소 및 수소차 100만 대 보급 목표 수립

• ‘독일기후실행계획 2050(German Climate Action Plan 2050)’에 따라 
전기사용이 어려운 모빌리티 분야(항공, 해운 등)에서 수소 수요 정책 확대 
개편

• 2030년까지 18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구축 목표 설립

•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에 따라 수소차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미활용되는 자원을 저탄소 수소 공급원으로 하는 활용 계획 수립

• 탄소 무배출 항공기,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카본리사이클, 암모니아 등 
기술개발을 위한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신설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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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류 수소 실증사업 지원 정책

중국

호주

생산

생산

• 글로벌 1위 수소 생산국으로 2025년까지 약 427억 달러 생산 규모 전망
• 2050년까지 부생수소에서 점차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한 수전해방식으로 

전환 생산 추진 중
• 시노펙 신장 쿠차 그린수소 시범 프로젝트 통해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연간 

2만 톤 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진행 중. 그린 수소 규모 연간 10~20
만톤까지 확대 예정 (수전해 비중 2% 미만)

• 2018년 12월 ‘2030 호주 국가 수소전략’ 발표
• 2019년 11월 수소전략그룹 및 태스크포스는 8대 원칙과 6대 중점 사안을 

토대로 국가수소전략 수립
• 현재 약 10여개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 개발 인허가 또는 건설 단계로,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R&D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하여 2018년 8월부터 17개 사업에 한화로 약 240억 원 지원 중

저장 및 운송

저장 및 운송

• 현재 중국은 20MPa 고압 기체 상태 저장과 차량 수송방식을 채택 중
• 2020년 기준 운영 및 건설중인 수소충전소 130개소, 이 중 실제 운영중인 

곳은 52개소
• 수소 제조/저장/운송/활용 등 모든 단계 내 안전기술 응용 및 보장
• 도로/운송 산업 특성 고려, 중형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 선박/항공 등 분야 내 수소연료 사용 적극 독려 중

• ‘독일-호주 수소공급망 협력프로젝트(HySupply)’ 통해 호주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독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 비용단가 절감 실증사업 추진 중

•  Latrobe Valley Hydrogen Energy Supply Chain 통해 라트로브 
밸리 지역에서 갈탄으로 생산된 수소를 특수제작 선박을 활용해 일본 
고베지역으로 수출하는 실증사업 추진 중

활용

활용

•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 기반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구축 추진

•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보유량 5만 대 도달 목표
•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에너지 활용 생태계 구축 및 수소에너지의 소비 

비중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 중
• 상하이 市, ‘수소전기차 발전계획’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연료전지 

부품기업 유치
• 후베이성 우한,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수소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빅토리아 주 ‘Zero Emission Vehicle(ZEV) 로드맵’ 통해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 호주 달러 투자

•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도심 내 수소버스 시범운행 서비스 사업 추진

출처: 각국 정책 자료,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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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박경은 Senior Manager l Deloitte Insights

Part 3  기후위기가 만드는 시장

Part 3

1. 수소차와 기후 위기의 게임 체인저

     

2. 수소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3. 수소차 시장 확대를 앞둔 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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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미래차가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계속되더니, 지금은 미래차 전환이 자동차 업계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의 모든 완성차 제조사(OEM)가 미래차 시대로의 대대적인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OEM들은 자사의 친환경차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포부를 드러내는 모양새다.1  

이에 따라 친환경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2 최근 산불, 폭우 등 기후변화 

양상이 심각해지고 각국의 내연기관차 금지 규정 시행이 다가오면서 친환경차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1년 글로벌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배터리전기차, 수소차 포함) 판매량은 677만 대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해 대중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3 국내에서도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지속 증가 추세다. 2022년 6월까지 국내 친환경차는 약 136

만 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4%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는 친환경차 중 22%

를 차지하며, 한국이 선도하는 수소전기차(수소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친환경차 중에서는 

1.8%에 해당한다.4 

수소차와 기후 위기의 게임 체인저 

국내 친환경차 등록 추이(만 대)

1      조선일보(2022.03.23), 이제는 모두가 “전기차 시대는 불가피”… 미래차 전쟁 승자는 누가?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중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배기가 

          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3      EV Volumes(2022), Global EV Sales Tracker
4      국토교통부(2022.07),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21만 대…경유차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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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2022),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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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시장은 2022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 그럼에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수소 이니셔티브, 유럽그린딜, EU 수소전략 등 수소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고, 미국과 중국도 수소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소차 시장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30년 이후 성장 

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차가 확산되려면 수소 사회로 

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시점은 2030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 

라인즈(Marklines)는 2030년까지 수소차 시장이 연평균 57.2%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조사기관 블룸버그 NEF(Bloomberg NEF) 

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 및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등으로 2020년 8천 대 수준이던 수소 승용차 신규 판매량이 2040년 

221만 대까지 증가한다고 예측했다.5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은 가장 낙관적이다. IEA는 파리협약 목표 

(2050년까지 글로벌 온도 상승 1.5℃ 이내로 제한) 달성에 필요한 로드맵 

이 실현된다고 가정한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2030년 수소차 누적 대수가 

1,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전체 차량 판매 대수에서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일 것으로 집계됐다.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계획만 고려할 경우엔 2030년 수소차 누적 대수가 6백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6

수소차 시장, 
기하급수적 성장 전망

5      에너지기술연구원(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6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2021.10), Global Hydrogen Review 2021

수소차(승용) 신규 판매량 전망(대) 2030년 수소차 누적 대수 전망(백만 대)

출처: BloombergNEF,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출처: IEA,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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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탱크
수소 공급 

시스템

물&열 관리 시스템

물
공기

열

공기 공급 장치

배터리

수소차가 주목받는 
네 가지 이유 

7      Deloitte(2020),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and fuel cell solutions for transportation

수소차 작동 원리7

출처: Deloitte(2020)

1.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대안

수소 연료는 활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연료라고 불린 

다. 수소차 역시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구동 과정에서 물과 정화된 공기만 

배출한다.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아직 미비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이 수소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목표에 수소차가 빠질 수 없는 수단인 이유다.

스택
(연료전지)

PCU 모터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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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기술 별 장단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연료 장점 단점

디젤
• 높은 안정성과 빠른 충전시간
• 낮은 구입 비용 
• 유지보수 및 주유 인프라 완비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압축천연가스
(CNG)

• 기존 디젤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음 (50~74% 감소)

• 중간 수준의 구입 비용 
• 성숙한 시장, 다양한 활용 사례 

• 온실가스 배출
• 저장 안정성 우려 

하이브리드
• 디젤 대비 배출량 15% 저감
• 기술 성숙으로 디젤 엔진만큼 신뢰 가능

• 전기모터 사용량에 따라 배출량 변동
• 여전히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 기존 대비 구매비용 50% 이상 높음

전기

• 탄소배출 없음
•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경우 완전한 

제로 탄소배출 도달 가능 

• 전기 발전원에 따라 배출량 달라짐
•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미흡해 

구매비용이 높음
• 긴 충전시간 

수소
• 탄소배출 없음 
• 디젤차량과 주행거리가 비슷하고 

충전이 빠름

• 탄소배출량은 수소 생산방식에 따라 
달라짐 

• 높은 구매비용 
• 인프라 미비 (수소 충전소 부족)

출처: Deloitte

출처: Climate Watch, CAIT 기후 데이터 각색, Deloitte Insights 재구성

2.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따른 반사이익

대기 중 온실가스는 에너지, 교통, 건물, 식량 및 토지 사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배출된다. 이 중 에너지가 73.2%를 차지하고, 

교통수단 활용과 연료 연소는 에너지 중에서 24%를 차지한다.8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 운행 및 생산 금지 계획을 내놨다. OEM들도 정책에 발맞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를 발표하며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

73.2%

18.4%

3.2%

5.2%

24.2%

5.8%

1.9%

3.0%

16.2%

4.1%

1.3%

2.2%

17.5%

1.3%

7.8%

3.5%

5.8%

2.2%

1.7%

1.4%

에너지

농업·임업·토지사용목적

쓰레기

산업

산업용

가축과 비료

쓰레기 매립지

산업용 시멘트

교통수단용

농토

폐수

화학물질

건물용

벼 경작

연료 연소용

작물 소각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일시적 배출

삼림 벌채

농수산업용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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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기

영국/프랑스
독일(잠정)

스페인/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인도네덜란드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출처: Deloitte

*한국 미정

8      Deloitte(2022),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기후변화 필수지식

9      Deloitte(2020),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and fuel cell solutions for transportation

3.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수소차의 장점 중 하나는 가벼운 연료 무게다. 이론적으로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상용차에 

적용될 경우 무거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장점이 반감된다. 테슬라가 출시한 전기트럭 배터리 무게는 4.5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소차는 연료가 추가되어도 차량 무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압축 수소의 에너지 밀도는 120MJ/kg으로 5MJ/kg인 배터리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9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늘어날수록 주행거리는 줄어들며, 장거리 운전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연료 

무게가 낮고 주행거리가 길다. 수소 연료를 장거리용 상용차에 적용하면 전기차에 비해 활용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충전시간 면에서도 수소차가 유리하다. 배터리 전기차의 충전 기술이 앞으로도 개선되겠지만 아직은 수소차 충전 

시간이 훨씬 짧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 트럭의 충전 시간은 8시간이지만 수소트럭의 충전 시간은 10

분~20분으로 내연기관차와 견주어도 될 만큼 빠르다. 

트럭 엔진 기술 활용: 수소차가 장거리 화물 트럭에 가장 적합

내연기관 전기 수소 CNG/LNG

에너지

에너지 소비 33L/100km 1.2-1.4kWh/km 7.5kg H2/100km 30kg/100km

주행거리(km) ~700-1000 ~350 ~400(Hyundai)– 
1200(Nikola)

~700-1000

충전시간 10분

Level 9

• Daimler
• Volvo
• Iveco
• MAN
• Scania

8시간

Level 6-7

• Daimler 
E-Fusio 
Vision One

• MAN eTGM

10-20분

Level 6-7

• Hyundai 
Xcient

• Toyota Class 
8 Fuel Cell

• Nikola, 
Esoro, 
Kenworth

8시간

Level 8-9

• Volvo FH 
GNL

• Scania GNL 
G340

• Iveco GNL 
Stralis

기술 준비도

제품 모델

출처: FCH: Transport & Environment, Monitor Deloitt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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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2021.07.29), [이슈분석 195호] 주요국 수소경제 정책과 시사점

11    ESG경제(2022.08.18), 미국 IRA 시행으로 녹색산업 “황금기”...청정에너지 펀드 증가세로 급전환

12    Impact On(2022.06.30), 中 ‘수소’ 육성 드라이브… 2050년 생산규모 2300조원 예상

13    Mckinsey(2022), Hydrogen insights 2022 

유럽 수소 전략
2030년까지의 수소 투자 금액 (각국 발표 기준, 10억 유로)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OECD, Monitor Deloitte 분석

25.1

9 9 9

7 7

0.1 0.1

주요 6개국(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4.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의 한 축

한동안 수소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소차 대중화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수소 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수소차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보급 계획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발표한 수소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수소 활용기술 등에 450억~500

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며, 2050년까지는 1,800억~4,700억 유로가 투자될 전망이다.10  추가로 미국 

도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하면서 녹색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은 3,690억 달러를 친환경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수소 산업에는 225억 달러가 투입된다. 수소 산업 

지원 예산은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교통, 상업용 수소 허브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11 중국도 수소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에서 2035년까지 수소 산업 규모를 2,000억 위안 규모로 키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12 

수소경제 확대 전략에 교통 및 운송 부문 탈탄소화는 빠질 수 없는 이니셔티브다. 맥킨지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수소에 7천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하며, 현재 수소 활용단계에 대한 

투자액 약 600억 달러 중 25%가 지상 운송 관련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13 수소차가 수소경제 시대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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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프랑스

중국

포르투갈

생산

• 수소 생산 시설 구축
(2030년까지 5GW)

• 수소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연구 

• 저장 및 충전 인프라 개발
2023년까지 €3.4bn

• Power-to-gas 프로젝트 
• 수소 충전소 시범운영

•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 탄소배출량 별 통행료 제도

• 그린수소를 통한 운송 산업 탈탄소화

•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4GW)

• 수소 생산 설비 투자 

• 지하 수소 파이프라인 
개발 €1.5b-2b

• 버스용 수소충전소 100개소, 
차량용 수소충전소 300개소 
설치 

• 수소차 보급 목표: 수소차 15,000대, 
중형 수소화물차 3,000대

• 운송 산업 탈탄소화

•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4GW)

•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2026년까지 
3.88GW + 민간투자 
포함 시 18.16GW)

• 수소 충전소  
100개소 설치

• 수소차 100만대 보급 계획에 
맞춰 충전소 설치 계획

• 수소차 보급 목표: 버스 150대, 
승용차 5,000대, 2개 수소 열차 
노선 상용화 

• 운송 산업 탈탄소화
• 수소 자급률 100%

•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6.5GW)

•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만~20만 톤

• 수소 충전소  
400-1,000개소 설치

• 수소충전소 807개소 설치

• 수소차 보급 목표: 경량차 20,000-
50,000대, 중형 트럭 800-2,000대

• 수소연료 소비 확대
•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5만대 보급

•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1GW)

• 수소 연구소 개설 
• 밸류체인 별 인프라 구축

• 중형 운송수단의 탈탄소화 

인프라 활용

출처: EU 집행위원회, 언론 기사, Deloitte Insights 재구성

한국 정부도 올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금융 세제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4 수소승용차 보급과 관련된 예산은 2,250억 

삭감하면서 속도조절 의지를 나타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 예산은 유지했다.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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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8월 수소차 판매대수

출처: SNE 리서치,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수소차 시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판매 부진을 겪으며 

성장이 정체됐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 세계 판매대수는 1만 2,4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어려운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2022년 상반기 63% 성장15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정체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소차의 경우 업황만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차량 가격, 인프라 부족, 안정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14    산업통상자원부(2022.07),「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15    SNE Research(2022.07), Global EVs and Battery Monthly Tracker
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2021.05),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기타

합계

2 토요타 4,406 2,561 ~41.9% 39.3% 20.6%

3 혼다 178

741

11,198

209

2,227

12,407

17.4%

200.5%

10.8%

1.6%

6.6%

100%

1.7%

17.9%

100%

순위 제조사명 2021.1~8 2022.1~8 성장률 2021 점유율 2022 점유율

1 현대차 5,873 7,410 26.2% 52.4% 59.7%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수소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토요타가 투톱을 이루고 있다. 수소승용차 모델을 출시한 

OEM도 현대차, 토요타, 혼다 3사뿐이다.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독주하는 모양새인 반면 토요타는 최근 

미라이2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유럽 OEM 대부분은 수소승용차에 투자하지 않는다. 폭스바겐은 애초에 수소차에 미래가 없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벤츠, BMW, 아우디 등도 수소승용차 출시 계획이 없다. 토요타는 작년 말 렉서스 브랜드를 100% 전기차로만 

생산한다고 밝혔으며, 혼다도 작년 수소차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유럽 OEM은 대형 차종에만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 중이다. BMW가 최근 대형 SUV(iX5 

하이드로젠)에 수소 동력을 투입해 소규모 생산을 개시했고 볼보와 다임러도 수소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BMW 

그룹은 공장 내 물류차량에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다. 

수소승용차의 경우 전기차의 독주 속에서 성장이 정체를 겪는 모양새다. 이는 일부 시장조사 기관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LMC Automotive는 경량차 시장에서 2034년까지 배터리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비중을 넘어서서 절반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소차 비중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IEA는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효율성이 높고 총소유비용이 낮아 미래 친환경차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 예상하지만, 

수소차 비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IEA는 2050년 수소차가 승용차 시장에서 10%, 상용차 시장에서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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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달성 시 글로벌 수소차 비중 전망

출처: IEA,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경량차

2020

20%

40%

60%

80%

100%

2020 20202030 2030 20302050 2050 2050

상용차 이륜/삼륜차

OEM의 수소차 개발 계획

다임러
• 수소승용차 개발 계획 없음 
• 수소트럭 개발 중

폭스바겐 • 수소차 개발 계획 없음

BMW • 수소 SUV 개발 계획 

아우디 • 수소차 개발 계획 없음 

볼보 • 최근 수소 트럭 공개

현대차 • 수소차 생산/개발 진행 중 

토요타
• 수소차 생산/개발 진행 중
• 렉서스 100% 전기차 선언 

혼다 • 2021년 수소차 생산 중단 

기업명 개발 계획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46

17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2021.04),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 글로벌 1위, 충전여건 열위

18    월간수소경제(2022.02.03), 작년 세계 신규 수소충전소 142개…한국은 36개

19    수소충전소 위치정보 (Accessed: November 7, 2022)
20    ATLAS Review(2022.02.07), 전기차 보급 가속화…각국에서도 인프라 구축 준비 착착

21    한국경제TV(2021.11), 美전기차 업계, 1조달러 예산법 통과 "산업에 활력" vs "더 늘려야"
22    동아일보(2022.10), EU “수소차 충전소 1500개로”… 수소트럭 시장 뜨거워진다"
23    유진투자증권(2021.11), 글로벌 수소차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수소차 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네 가지 과제 

1. 충전 인프라 부족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수소차 보급이 원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소차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대중화가 어려우며,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조사 결과 수소 충전소가 

많고 접근성이 좋으며 운영 시간이 긴 지역일수록 수소차 보급률도 높게 

나타났다.17

수소 충전소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수소를 대량생산해서 운송하는 

오프사이트(off-site) 방식과 충전소에서 자가발전하는 온사이트(on-site) 

방식이다. 전자는 외부 수소 생산지로부터 튜브트레일러나 파이프라인 등 

을 통해 수소를 운송하는 비용이 공급단가에 포함되어 연료 가격이 비싸 

진다. 후자도 개질 설비 등이 필요해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이처럼 수소 

충전소에는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차 인프라의 확산이 더 어렵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누적 6만대가 보급됐으나 2022년 초 기준 전세계 

수소 충전소는 685개소로 부족하다.18 국내 수소차 등록대수는 전세계 1위 

인데 이용가능한 수소 충전소는 124곳에 불과하다.19 충전소 수 자체도 적지 

만 충전소 간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유소 

당 2,514대의 차량을 담당하지만(미국 기준) 주행거리가 길어 주유에는 

어려움이 없다.20

하지만 인프라 부족이 개선될 여건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작년 말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인프라법)을 통과시키면서 25억 

달러의 예산을 수소충전소 등 대안 연료 충전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21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주요 간선 도로에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의무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안을 수정하면서 2027년까지 

설치 간격을 100km로 좁히는 법안을 의결했다.22 현재 약 150개인 EU 

내 수소 충전소는 2030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3대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은 2025년까지 1,000개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일본은 2030년까지 900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은 2040년까지 1,200개의 수소 충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23 최근 윤석열 정부가 수소차 예산을 2,250억 삭감했으나 차량 보급 

예산만 조정되고 충전소 설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책이 실현된다면 

2030년 무렵에는 수소차 보급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누적 6만대가 보급됐으나 
2022년 초 기준 전세계 
수소 충전소는 685개소로 
부족하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이 개선될 여건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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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가격과 유지비

현재 수소차 가격은 전기차보다 약 1.5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가격이 높은데 수소차는 그보다도 

비싸다. 아직 연료전지 등 고가 부품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차 핵심 부품인 스택에 포함되는 백금 촉매 등의 원료가 비싸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스택은 수소차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수소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 3,5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모두 

연료전지시스템(스택)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4

내연기관차는 이미 대량생산 체계가 갖춰져 원가가 많이 낮아져 있고, 

전기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생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수소차 생산원가를 절감하려면 충분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도 초기 단계일뿐더러 충전소가 

부족해 수소차에 대한 수요 자체도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럭 등 

상용차에는 전기보다 수소연료가 충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지만, 현재 

수소트럭이 전기트럭보다 2배 이상 비싸 장점이 상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가격 상승의 주원인 

인 수소연료전지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규 공장에 1조 3,2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5 현대차 

는 수소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에도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를 구축해 

2022년 하반기부터 연 6,500기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2030년에는 

전 세계로 생산기지를 확대해 연간 약 70만기를 생산할 계획이다.26 

중국도 2020년 연료 전지 가치사슬에 515억 2,000만 위안(약 9조원)을 

투자했다.27 다임러트럭과 볼보트럭은 수소연료전지 개발 합작 회사인 

셀센트릭을 만들어 2025년부터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28 수소연료전지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 및 안정화되면서 곧 수소차 가격도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유지비를 포함한 총소유비용(TCO)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수소 생산 

및 운송량이 늘어나고 충전소가 확대되면 충전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소차 시장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수소차(트럭 기준)의 총소유비용은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와 

동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9

24    전기신문(2022.05.03), 혈세 수천만원 들어간 사용후스택 방치 논란

25    매일경제(2021.10.07), 현대모비스, 인천·울산에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26    한국경제(2021.01.05), 현대차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생산 기지 구축한다

27    에너지데일리(2021.05.18), 중국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올해 크게 성장한다

28    상용차신문(2021.03.04), 다임러-볼보, 수소트럭 연료전지 합작사 ‘셀센트릭’ 출범

29    Deloitte(2021),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and fuel cell solutions for heavy duty long-haul freight transportation

수소차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수소연료전지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 및 
안정화되면서 곧 수소차 
가격도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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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VS 내연기관 트럭의 총소유비용(TCO) 비교 
2030년 수소트럭의 총소유비용이 내연기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vs. 내연기관 트럭 총소유비용 ($/100km), 
경제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출처: Deloitte
*2020년 10월 기준 5년 평균한 경제적 조건 적용(디젤가격 및 환율), 톨비 및 세금은 제외

3. 그린수소 생산 방식

그린수소가 아니면 수소차를 친환경차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흔히 나온다. 현재 수소차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석유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이다. 부생수소가 생산되는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또한 오랫동안 제조 공정에 사용되어 왔는데, 천연가스 

수증기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수소차 운행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지만, 수소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친환경성 때문에 수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소 생산 공정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정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 수전해 

과정에 사용한 전력도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그린수소 기술이 확보되어야 수소차 보급에 진정한 

정당성이 생기고 빠른 속도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린수소는 현재 가용한 수소 생산 공정에 비해 단가가 비싸다. 그레이수소의 가격보다 두 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전해 기술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감소, 규모의 경제 효과로 2030년 이후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2050년 이후에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이 수소 생산기술 중 

가장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0

30    Strategy&(2020), The dawn of green hydrogen

2020년 2030년 

• 출처: 보험료는 차량 구입가격 움직임을 따름

• 부품 교체 비용은 차량 구입가격 움직임을 따름

• 연료 수명주기: 2020년 25kh, 2030년 30kh

• 유지보수 비용은 차량 구입가격 움직임을 따름 

• 출처: CNR

• 내연기관 트럭 연료 소모: 2020년 33L/100km. 디젤 가격 

1.04$/km 적용

• 수소 트럭 연료 소모: 2020년 7.5kgH2 / 100km, 주요 물

류허브의 수소 납품 가격 적용 
• 내연기관 트럭 구입 가격: 2020: 65k€, 2030: 85k€ 

(출처: FCH, Transport Environment)
      - 연료전지시스템: 1500$/kw → < 600$/kW
      - 수소 저장 탱크의 규모 효과

•  트럭의 총 주행거리: 800,000km 

 (내연기관 및 수소 트럭 모두 해당)

주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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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식 별 수소 원가 예측

출처: IEA, Strategy&

31    Deloitte(2020), Fueling the Future of Mobility: Hydrogen and fuel cell solutions for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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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차보다 낮은 에너지 효율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딜로이트의 연료 별 Well-to-wheel 분석(연료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에너지 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밸류체인을 고려 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았다. 수소차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수소 사용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는 4~25%로 전기차의 18~42%보다 낮다. 특히 

수소차는 에너지 생산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이 생산방식 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딜로이트 분석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방식의 에너지 효율성은 68.0%~69.1%, 석탄을 활용하여 생산 시 53.8%~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방식의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23.4%~40.0%지만,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수전해 방식이 

가능해질 경우 이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100%에 도달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광전기분해(photo electrolysis), 바이오전기분해(bio electrolysis) 등 신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 

시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31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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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 별 Well-to-wheel 분석 

출처: Deloitte

수소 시대로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소차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전략 방향은 갈리고 있다. 수소차 개발을 중단했던 기업이 수소트럭을 중심으로 수소전략을 다시 들고 

나오기도 하고, 수소차에 미래가 없다며 개발 의지가 없음을 다시 못박는 기업도 있다. 이미 오랜 시간 수소차 개발에 

투자하여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인 기업도 있을 것이고, 수소경제가 확대된다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도 있다. 수소차만의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휘발유차와 디젤차가 공존하듯 미래에 전기차와 수소차도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존할 것이다. 수소차 전략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1) 장거리 상용차에 집중, (2) PBV 등 세분화된 

시장 진입 (3) UAM,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소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구분

생산

Well Tank Tank Wheel

수소 생산방식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상이 

23~69%

35~60%

82~87%

54~80%

81~84.6%

~99%

36~45%

65~82%

17~21%

• 전기 생산 방식에 따라 
효율성 상이 

• 국가별 그리드 믹스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송전 시 평균 전환율은 
90~94%

• 충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 90%

• 화석연료 채굴, 정제 
공정에서 13~18%의 
에너지 손실 발생 

•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증발, 누출 등으로 
소량의 손실만 발생

• 열 형태로 대량의 에너지 
손실 발생

• 수년 간 개선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 에너지 
효율성 한계치 도달 

압축, 운송(파이프라인/
트럭) 및 저장(수소 기화/

액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발생

• 수소를 전기로 변환, 
전기를 동력으로 변환

• 수소 전기화 과정에서 
전기차보다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

4~25%

• 전기로 차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 
발생(모터, 전력변환, 
각종 부품 등)

18~42%

14-18%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운송 활용

전체 에너지 
효율



2022  No.24

151

상기한 바와 같이 수소차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고 충전시간이 빨라 

상용차에 적합하다. 상용차에는 화물 트럭이나 버스가 포함된다. 현재 

현대차에서 엑시언트 수소트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볼보 등 해외 OEM

들도 수소트럭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버스도 전 세계에서 이미 운행 중이다. 

우리나라 버스노선에도 수소버스가 투입되어 운행 중이고 인천시는 2030

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8.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상용차 비중은 30%에 이른다.32 전기차가 승용차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더라도, 전세계 자동차 수요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상용차 시장에서만 수소차가 주류화 되어도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상용차가 상업적인 용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빠른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수소 VS 내연기관 트럭의 총소유비용(TCO) 비교를 통해 딜로이트가 

예측한 바와 같이 대량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고 총소유비용이 낮아지는 

2030년 이후 수소 상용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업들은 수소 

밸류체인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점검해보고 진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장을 선도하던 현대차, 토요타에 이어 BMW, 볼보, 르노 등이 최근 

수소트럭 모델을 선보였다. 이처럼 수소상용차에 진입하고 있는 OEM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 상용차에 집중

32    통계청(KOSIS) (Accessed: October 28, 2022), 자동차 생산

33    서울경제(2022.03.27), 기아, 5년 후 수소 PBV 상용차 출시…물류차량 게임체인저될 것

최근 자동차 시장에도 개인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시장이 대두되고 있다. 캠핑, 물류 등 다양한 목적에 

특화된 대형 차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차량 형태는 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 점점 더 다변화되어 갈 전망이다. PBV 시장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 차량 형태가 고도로 세분화되는 만큼 수소연료의 틈새 

활용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일례로 기아는 2027년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PBV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을 목적으로 특화된 상용차에 수소연료전지가 더 유리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33 현대차는 전장 5~7m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PBV 개발 

을계획 중이다. 이처럼 수소연료전지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세분화된 시장 분석 및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PBV 등 세분화된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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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량 형태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가능

출처: Deloitte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은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열린 시장이다. 차량 이외의 

모빌리티에는 철도, 항공, 선박 등의 기존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UAM, 

항공 드론, 드론 트레일러 등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도 포함된다. 근시일 

내에 철도 운송에서 수소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선박 및 항공 

분야에서의 수소 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어버스(Airbus) 등 수소연료 항공기를 

개발중인 기업도 있다.34 수소는 대형 모빌리티와 특수장비에 기술적으로 더 

적합한 연료이기 때문에, 수소 상용차에 주력하면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모빌리티로 분야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도심항공기(UAM)는 전기 배터리보다 

수소연료에 적합한 분야다.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기체가 가벼워야 하는데, 

전기 배터리로 운행 시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반 항공기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극도로 높아야 해 아직 연료전지 활용이 어렵지만, UAM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높다.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수소가 중간 이상의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승용차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규모 도입될 경우 수소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용차와 특수장비 분야에서는 수소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UAM,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로 
적용범위 확대

수소 승용차 수소 지게차수소 화물트럭 수소 버스수소 물류차량 다양한 형태의 
수소 PBV

출처: 기아 홈페이지

34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2022), Global Hydrogen Review 2022

수소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는 아직 보조금 없이는 

자생적 시장 확대가 어려운 상태이다.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기업은 그린수소 

등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 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시장 진입 전략과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소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은 금세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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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eloitte(2021), Creating a viable hydrogen economy

미래 모빌리티 측면의 수소 잠재력35

상용차

(트럭 및 버스)

• 전기차보다 장거리 주행에 용이하고 충전이 

빨라 비용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잠재력이 크다.

• 본격 도입을 위해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현대차

• 볼보

• 다임러

•  토요타

승용차

•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승용차 

사용자들은 장거리 주행이나 빠른 충전시간이 

필요치 않아 잠재력이 낮다. 

• 전기차가 향후 5년 간 대규모 도입될 경우 

수소는 이 부문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 현대차

•  토요타

선박

• 선박 부문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와 기술이 

불완전하다. 

•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으나 

암모니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 삼성중공업

• 블룸에너지

열차

• 열차는 수소보다 전기로 운행 시 비용이 낮다. 

• 열차 전기화를 위한 인프라 비용이 극도로 높은 

장거리 노선의 경우 수소에 틈새 잠재력이 있다. 

• 현대로템

• 알스톰

• EVB

항공

•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항공기의 

경우 바이오 연료 및 합성 탄화수소가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수소 활용 잠재력이 높지 않다. 

• 일부 항공기 부품 개발업체들이 수소전지 

적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 단 UAM의 경우 가벼운 기체로 도심 내 운행을 

하기에 수소연료전지가 적합하다.

• 에어버스

• 현대차

• 롤스로이스

• ZeroAvia

• Bramble 

Energy

특수장비

• 전기 장비에 비해 장거리 운행 및 빠른 충전이 

가능해 비용 우위에 따른 잠재력이 있다. 

• 온사이트(on-site) 용도에 국한되므로 충전 

인프라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 플러그파워

• SK E&S

구분
수소 잠재력

2030

낮음 중간 높음

~

~

~ ~

~

~

X

X

X

X

X

2050
수소 잠재력 전망 관련 기업

출처: 언론기사, Deloitte Insights 재구성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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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산업 넷제로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 SAF, 전기 추진 항공기, 수소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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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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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등유 기반 제트유만큼 비용 효율적인 항공연료는 없다.1 또한 동력 추진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뒤로 

수 십년간 항공연료를 투입해 가동되는 엔진을 중심으로 항공기 개발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항공기 

운항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빠르게 확산되며 대체연료와 신기술 개발이 시대의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글로벌 항공기 이용객은 45억 명에 달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레저 및 비즈니스 

항공 수요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을 계기로 국경간 물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항공 화물 운송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항공산업도 글로벌 넷제로 전환 여정에 한 시 바삐 동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비즈니스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와 셸(Shell)이 전 세계 항공산업 고위임원 및 전문가 100명과 일반 승객 

6,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항공산업 탈탄소화: 이륙 허가’(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2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 종사자 중 90%가 탈탄소화를 자사의 3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항공기 사용이 남기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감시도 고조되고 있다. 딜로이트-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가 탄소상쇄(carbon offset) 기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등 글로벌 셀럽들은 과도한 전용기 사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3 일부 환경단체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항공산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행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수치스러운 비행’(Flight Shaming)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들은 단거리 항공편 대신 고속열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을 억제할 수는 없다. 항공산업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자면 세계 17

위 국가들(인도네시아 또는 네덜란드)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고,4 항공사와 공항 등의 직접적 일자리 1,130만 개 뿐 

아니라 연료 공급 및 건설 등 간접 부문에서 1,810만 개, 소매와 외식 등 유발 산업에서 1,350만 개, 관광산업에서 4,480

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5 따라서 항공산업의 환경 영향을 지적하기 보다 탄소 감축 솔루션을 조속히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산업은 육상 운송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 전환을 뒤늦게 시작했다. 그런 만큼 더욱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산업들이 1세대 전환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더욱 빠르게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있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비행의 미래 

1      US Department of Energy (September 2020), Sustainable Aviation Fuel: Review of Technical Pathways
2      Deloitte, Shell (October 2021), 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  
3      ABC News (August 23, 2022), “Taylor Swift and other celebrities are being criticised for how much they use private jets. So how bad  
        are they for the environment?”
4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Accessed: October 26, 2022), Adding value to the economy 
5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Accessed: October 26, 2022), Employment

항공산업은 지속가능성 달성의 마지막 전선으로 여겨진다. 민간 항공산업은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자칫 시급성이 간과될 수 있고 ▲산업 가치사슬 자체가 복잡해 

직간접 배출(Scope 1~3) 구조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모와 비용이 

여느 산업보다 막대하고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내는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규제의 장벽을 넘기가 유독 

어렵기 때문이다.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56

항공산업은 육상 화물, 철강, 시멘트, 화학, 선박과 더불어 ‘탄소 저감이 

특히 어려운’(harder-to-abate) 6개 산업에 속한다. 이들 6개 산업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했다. 

이들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산 수명이 길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며 ▲전동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에 속한 다른 

산업에 비해 탈탄소화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 수준이 훨씬 높다.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글로벌 CO2 배출량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량이 32%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중대한 탈탄소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배출량 비율이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6  항공기 이용 

규모는 인구 및 경제활동 증가세와 발 맞춰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 

십년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2050년에는 연간 승객 수가 100억 

명으로 2019년의 45억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탄소배출 현황 
및 넷제로 목표

항공산업은 소수의 제조사와 항공사, 공항이 독점하다시피 한 고도로 집중화된 산업이지만,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항공 생태계 전반에 걸쳐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고도 산업의 특성 상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항공기 갱신 주기

(renewal cycle)도 길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 전환에는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공항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부터 에너지 기업과 육상 운송 

등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에 포함된 산업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이 변화에 

속도를 내도록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를 수 있는 각국 정부와 일반 승객까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글로벌 CO2 배출량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량이 32%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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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계적인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항공산업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외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2009년에 ‘2020년부터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를 선언했으나, 구체적 실행안이 나온 것은 2021년에서였다.

IATA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2021년 10월 

4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한 제77회 연례 총회에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결의안7을 채택했다. 중심 내용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21.2기가톤(Gt)의 CO2 배출량을 감축해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2019년 수준으로 CO2 배출량을 유지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항공산업의 탄소 감축 목표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치)

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Resolution 
7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October 2021), Resolution on the Industry’s Commitment to Reach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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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 단계에서 대체 연료를 찾고 설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펼쳐 

지고 있다. 우선 대체 연료의 중심에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가 있으며, SAF가 항공산업 탄소 감축의 부담을 

대부분 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공급원료를 기반으로 활발한 SAF 

개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추진 기술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모빌리티 부문의 전기차 

발전에 힘입어 항공부문에서도 전기 항공기가 SAF 다음으로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소 연료전지도 중요한 기술 혁신이다.

이 외 카나드 윙(canard wing), 날개 동체 혼합형(blended wing 

body), 트러스베이스 윙(truss-based wing), 기어 장착 터보팬 엔진

(geared turbofan engine), 고압비 코어 엔진(high pressure-ratio 

core engine), 초고(超高) 바이패스비 엔진(very high bypass ratio 

engine), 합성 구조 날개 및 동체(composite structures for wing and 

fuselage), 윙렛(wingtip device), 리블렛(riblet), 연료전지(fuel cells 

for onboard power), 첨단 자동비행제어 시스템(advanced fly-by-

wire system) 등 기체 설계 혁신도 부단히 이뤄지고 있다.

연료 및 설계 혁신

항공기 운항과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타 산업의 신에너지 및 탄소감축 기술 차용

항공산업은 구조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져야 진정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항공산업 지속가능성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항공교통 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내 쓰레기를 감축하는 등의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각지에 위치한 공항은 대체연료와 전기 및 수소 항공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SAF 공급 루트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기 항공기를 위한 배터리 충전시설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모빌리티 부문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이 발전하면 항공기에도 응용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개발되는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 

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차용하면 넷제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항공산업 지속가능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



2022  No.24

159

이 중에서 중장거리 비행의 탄소 감축을 위해 가장 유망한 솔루션으로는 SAF가, 소형 비행기와 단거리 비행을 위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제로에미션 솔루션으로는 전기추진 기술이 꼽힌다. IATA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SAF가 

65%, 전기 및 수소 등 새로운 추진 기술이 13%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는 비율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65%

전기 및 수소 등 신기술 

13%

탄소 포집 및 저장 

19%

인프라 및
운영 효율성 개선

3%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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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주범은 대기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CO2라 할 수 있다. CO2의 배출량, 형성 과정, 

환경 영향 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CO2 배출은 화석연료 소비 감축이라는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고, 이를 위해 

SAF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항공기는 CO2 외에도 산화질소(NOx), 이산화황(SO2), 

미세입자, 수증기, 비행운 등 다른 온실가스도 배출한다. 수소 항공기도 상당량의 수증기를 배출하는 주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의 환경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환경 피해를 

주는지 정량화 하기가 어렵다.8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면 이러한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지만, SAF 전환만으로는 

항공산업의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하기 힘들다. SAF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소 항공기 기술도 부단히 개발해야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항공산업 넷제로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

인류가 1950년대에 비행을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민간 항공기는 오직 

등유 기반 연료에 의존해 하늘을 날았다. 민간 항공기에 대체 연료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2008년 1월에서였다. 이후 수 년간 안전성 

테스트와 수많은 검증을 거쳐 2011년에 여객기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SAF가 공항에서 처음으로 정기 공급된 것은 2015년으로, 이후 몇 개 

생산시설이 신설됐다. 하지만 대규모 정책이 신속히 도입된다 해도 2025

년에 전체 항공연료에서 SAF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9 그렇기에 항공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대체연료로 완전히 대체 

하는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라는 목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달성한 후 SAF 사용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SAF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2011년 SAF 첫 인증이 이뤄진 이후 36

만5,000건 이상의 비행이 SAF를 연료로 삼아 운행됐다. 하지만 SAF가 

항공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의 중심이 되려면 대규모 생산과 이러한 대규모 

생산을 뒷받침할 새로운 형태의 공급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안에 경제적, 실질적으로 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항공산업 
넷제로의 발판이 된다1

핵심기술

SAF는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대체연료로서 항공산업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유망한 
솔루션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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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는 일반적으로 제트기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항공 바이오연료 종별 

명칭으로 비(非)석탄 유래 항공연료를 뜻한다. SAF는 다른 (화석 공급원료 

기반의) 항공연료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급 

인프라를 통해 공급할 수 있고, 항공기나 엔진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연료는 기존 항공기 연료 시스템에 그대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드롭인 연료’(drop-in fuel)라 부른다.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성 솔루션인 셈이다.

SAF를 정의하는 주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0

8      EASA (2019), European Aviation Environmental Report 2019
9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19), Global ASBU Environmental Benefits Assessment – To 2025
10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SAF의 정의,
인증 및 표준

1)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경제, 사회,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속적, 반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천연자원을 

고갈하지 않음으로써 생태 균형을 보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속가능 연료’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우선 연소 과정에서 

화석 형태로 갇혀 있던 CO2를 공기 중에 배출해 온실가스를 증대시키는 화석 연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CO2를 

흡수하는 공급원료로 만들거나,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에 흡수된 CO2를 재활용하거나, 공기 중에서 직접 

CO2를 포집함으로써 탄소 총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담수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식량 생산과 물 공급을 저해하거나 삼림을 파괴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에서 SAF를 연소시키면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CO2가 배출된다. 하지만 SAF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급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CO2가 흡수되므로, 탄소 감축의 고리(loop)가 형성된다. 

게다가 SAF는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조금 높아 SAF를 사용하면 연비가 다소 개선돼 연료 연소량도 소폭 

줄어든다. 또 SAF는 화석연료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어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행운도 덜 형성된다. 

SAF 사용만으로 배출량이 100% 줄어들지는 않는다. 원재료 상태의 공급원료를 SAF로 가공하고 공항까지 

운송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AF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해 

파이프라인이나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운송하면 탄소매출 감축 요인(emissions reduction factor, ERF)이 

크게 개선된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CO2 및 메탄의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활용하면 SAF의 ERF는 100%를 넘을 수도 있다.

SAF의 공급원료부터 생산, 사용까지 전 과정(lifecycle)에서 CO2 배출량이 얼마나 많이 감축되는 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주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항공기 운항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와 SAF의 혼합 비율을 측정해 SAF의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석연료와 

비교해 전 과정 ERF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CO2를 10% 감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필요한 

* SAF로 전환하면 탄소 배출량이 감축되는 원리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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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elocys Bayou, https://bit.ly/3EAK1AT /Gron Fuels, https://bit.ly/3znXIzt / Shell Rotterdam. https://go.shell.com/3znXKHB

공급원료별 SAF 생산 가용 규모 전망 

공급원료 종류

지질 잔여물 및 폐기물
(waste and residue lipids)

기름감 작물 및 나무
(oil crops and trees)

셀룰로오스 간작물
(cellulosic cover crops)

농업 잔류물
(agricultural residues)

목질 바이오매스
(woody biomass)

도시 고형 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산업 폐가스
(industrial waste gases)

총합

11.6

13.4

24.8

52.5

51.7

22.0

28.6

205

13.9

16.1

27.4

57.9

51.7

22.0

9.5*

198

2020년 SAF 생산 가용 규모 2050년 SAF 생산 가용 규모 전망

 *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로 산업 폐가스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단위: 메가톤(Mt)

2) 석유를 대체하는 공급원료

석유를 대체하는 공급원료로 얻어진 항공연료를 SAF라 한다. SAF의 경우 비재래식 또는 첨단 연료를 뜻하며, 석유·

석탄·천연가스 등 재래식 화석 연료 이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재료를 뜻한다. 또한 대체적 방식으로 

가공돼야 한다. SAF 공급원료는 식용유, 식물성 기름, 도시 폐기물, 폐가스, 농업 잔여물 등 다양하다. 

연료를 ERF 10%인 SAF로 전량 교체하거나, 필요한 연료의 10%를 ERF 100%인 SAF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실험적인 조정을 계속하다 보면 최적의 비율과 SAF 필요량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SAF는 ERF가 평균 70%이며 가장 성능이 좋은 SAF는 ERF가 90%에 이른다. 앞으로 SAF 기술이 

한층 발전되면, ERF가 한층 개선될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토지에 CO2를 붙잡아 두는 특정 회전 농작물 등 

일부 공급원료를 사용할 경우 ERF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CCS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SAF 

생산과정의 비효율성이 한층 줄어들어, ERF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CCS 기술을 접목해 ERF가 

150%를 넘어 200%에 육박하는 SAF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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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연료 인증

에너지 전환 후발주자인 항공산업은 육상 모빌리티와 건설 등 다른 산업이 1세대 에너지 전환에서 겪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환의 첫 단추부터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글로벌 항공사들이 만든 위원회인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자 그룹’(Sustainable Aviation Fuel Users Group, SAFUG)이 SAF 인증 및 표준 수립을 주도하며, 

SAF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SAF는 여타 항공연료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아야만 상용화될 수 있다. 우선 지속가능성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물질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 RSB) 등 신뢰 

할 수 있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인증되거나,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신재생에너지 지침’(RED II)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저탄소 연료 표준’(LCFS) 등을 통해 인증된다. 또한 다양한 물질·제품·시스템·서비스를 위한 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 및 출판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ASTM 인터내셔널(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의 안전 및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1년 9월 기준 ASTM의 인증을 거친 SAF 공정은 7가지이며, 향후 수 

년 내 테스트와 승인을 거쳐 8개 공정이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각각의 공정은 향후 SAF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영역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기준이 산업 전체에 공평하게 적용 

되도록 조화를 이룬 표준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종 표준이 산발적으로 난무하면 관련 시장의 상업적 성장이 어렵다. 

현재 이미 글로벌 규제당국과 민간에서 무수히 많은 표준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준은 모두 항공연료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바이오매스 

공급망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시야를 확대하고, 차세대 연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SAF 원산지와 지속가능성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도의 표준이 수립되면, 투자자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지속가능성·안전·성능 기준을 

통과하여 명확히 정립된 SAF 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줄어든다. 제대로 된 표준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가 활성화돼, SAF 시장 전반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특히 항공산업은 활동 무대가  

국경을 넘나들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며,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거의 동일한 연료 공급망 여건의 영향 

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인증과 표준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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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산업은 2050년 넷제로 달성에 있어 SAF가 탄소 감축의 65%

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SAF 생산이 대규모로 확대돼야 한다. SAF 생산은 정책 지원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2030년대에 강한 탄력을 받아 화석연료와 본격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산업의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SAF 공급량 전망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산업 넷제로 목표 
달성은 SAF 생산과 
사용 확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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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13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ly 2017), Resolution on the Commercial Deployment of Sustainable Alternative Fuel for  
        Aviation
14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October 2021), Resolution on the Industry’s Commitment to Reach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단위: 10억 리터(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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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도입 현황12

2008년

버진애틀랜틱항공(Virgin Atlantic)이 바이오 제트유 항공기 첫 비행

2011~2015년

22개 항공사가 식용유, 자트로파(Jatropha), 카멜리나(camelina, 겨자 식물과), 조류(藻類) 등에서 얻은 

공급원료로 만든 바이오 제트유를 최대 50% 혼합한 민간 여객기 2,500건 이상 비행

2016년 1월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Oslo Gardermoen Airport)이 공동 급유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SAF

를 공급받기 시작. 핀란드 대체연료 생산업체인 네스테(Neste), 네덜란드 공급업체인 스카이

NRG(SkyNRG), 영국 특수항공 자회사 에어BP(Air BP)가 참여

2016년 3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이 사상 처음으로 정기 운항에 SAF를 도입. 알트에어 퓨얼즈

(AltAir Fuels)가 공급한 SAF로 LA 공항에서 이륙하는 단일 항공편에 SAF 도입

2017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73차 연례총회에서 IATA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SAF 도입을 위한 결의안13  

채택. IATA는 결의안에서 건설적 정부 정책을 촉구하고 생태 균형을 보전하고 천연자원 고갈을 하지 

않는 연료만 사용할 것을 선언

2019년 11월

민간 항공기의 SAF 연료 기반 비행 건수가 25만 건을 넘고, SAF 연료로 운항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가 

45개를 넘음.

2020년 6월

ASTM의 인증을 받은 SAF 생산 공정이 7개로 2개 증가

2021년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77차 연례총회에서 IATA 회원사들이 2050년까지 항공산업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결의안14 채택.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른 것으로, SAF가 항공산업 탄소 감축의 65%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2년 4월

민간 항공기의 SAF 연료 기반 비행 건수가 45만 건을 넘고, SAF 연료로 운항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가 

50개를 넘음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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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활동그룹(ATAG)이 ‘항공산업: 국경을 초월한 혜택’(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보고서15에서 

매일 업데이트 하는 글로벌 SAF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26일 기준)

2011년 이후 SAF 연료로 비행한 건수 ▶ 447,692건

현재 정기적으로 SAF를 공급받는 공항 수 ▶ 6개

전체 항공연료 대비 2025년까지 SAF로 충당할 수 있는 총수요 비율 ▶ 2%

글로벌 항공사들의 SAF 선구매량 ▶ 60억 리터

대규모 SAF 장기구매(off-take) 구매 계약을 체결한 공항 수 ▶ 9개

IATA는 SAF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16

ICAO 데이터17에 따르면, SAF 장기구매 계약이 2013년에 처음 성사된 후 연간 1~6건으로 유지돼 오다 2021년  

23건으로 급증한 후 2022년 현재 30건으로 늘었다. 장기구매 계약에 따른 연간 공급 물량 또한 2013년 5,689만 

리터로 시작해 최대 34억8,636만 리터를 넘지 못하다가, 2021년에 92억1,712만 리터로 급증한 후 2022년 현재 

166억8,794만 리터로 증가했다.

SAF 연료 항공기 비행 건수(2011년 이후) 500건

2016년

100만 건

2025년 전망치

연간 SAF 사용량 800만 리터 50억 리터

SAF 정책을 수립한 국가 수 2개국 글로벌 합의

인증된 SAF 생산 공정 4개 11개

평균 CO2 감축률 60% 80%

선구매 규모 25억 달러 300억 달러

전 세계 SAF 장기구매 계약 건수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5    Air Transport Action Group (Accessed: October 26, 2022),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 Sustainable Aviation Fuel
1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17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SAF Offtak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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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간 항공기에 SAF 첫 인증이 이뤄진 후 SAF 생산은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증가했고, 2015년 처음으로 

공항에 정기 공급되기 시작했다. 자본조달, 장기구매 계약 협상, 공장 신설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 

간 SAF 생산 시설이 빠르게 신설 및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해도 2025년까지 전체 

항공연료의 2%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이 지금 수준에서 두 배 늘어야 한다.

ATAG는 IATA의 환경 분석 보고서에 기반해 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를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했다. ATAG는 

현재 생산 동향은 ‘F1’ 시나리오의 경로를 따르고 있지만, 향후 2~4년간 우호적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F1 high’ 시나리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F1 high+’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실상 최근 SAF 지원 정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F1 high+’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본조달, 시설 확보, 생산 타임라인 등 현실적인 문제가 2030년 목표 달성 

앞에 놓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TAG의 ‘F1 high’ 시나리오는 육상 모빌리티 연료와 동등한 수준의 SAF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산업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예: EU의 ReFuel), 

IAT와 라이언에어(Ryanair) 등 미국 항공사들 또한 SAF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2020년대 

중반에는 SAF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1 high+’ 시나리오는 국제 협약을 통한 글로벌 노력이 통합돼 전 세계적인 SAF 정책 지원이 이뤄져 항공산업 

탈탄소화에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됐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정책 지원에 힘입어 육상 모빌리티를 

위한 공급원료와 생산시설이 항공산업으로 전용돼, SAF 생산시설이 대거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생산시설에서 육상 

모빌리티용 에너지 대신 SAF 생산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SAF 장기구매 계약에 따른 연간 공급 물량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AF 생산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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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ATAG)18

년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F1

6,300만ℓ 
(50.4t)
0.03%

1억ℓ
(80t)

0.04%

4.7억ℓ
(376t)
0.15%

13.65억ℓ
(1,092t)

0.4%

23.46억ℓ
(1,877t)

0.6%

53.74억ℓ
(4,299t)

1.3%

61.42억ℓ
(4,914t)

1.5%

76.77억ℓ
(6,142t)

1.8%

92.12억ℓ
(7,370t)

2.1%

115.16억ℓ
(9,213t)

2.5%

F1 high

6,300만ℓ
(50.4t)
0.03%

1.19억ℓ
(95t)

0.05%

7.03억ℓ
(562t)
0.22%

20.4억ℓ
(1,632t)

0.6%

35.07억ℓ
(2,806t)

0.9%

80.34억ℓ
(6,427t)

2.0%

91.82억ℓ
(7,346t)

2.2%

114.77억ℓ
(9,182t)

2.6%

137.73억ℓ
(11,018t)

3.1%

172.16억ℓ
(13,773t)

3.7%

F1 high+

N/A

2.08억ℓ
(166t)
0.09%

12.22억ℓ
(978t)
0.4%

35.48억ℓ
(2,838t)

1%

60.99억ℓ
(4,879t)

1.6%

139.72억ℓ
(11,178t)

3.5%

159.68억ℓ
(12,774t)

3.8%

199.6억ℓ
(15,968t)

4.6%

239.52억ℓ
(19,162t)

5.3%

299.40억ℓ
(23,952t)

6.5%

생산시설 보유 기업(생산시설 위치)

-

Fulcrum(미국)

World Energy(미국), 
LanzaTech(북아시아, EU)

SkyNRG(네덜란드), Red Rock(미국), 
UPM(미국), Neste(싱가포르), Marathon
(미국), Repsol(콜롬비아), ST1(스웨덴)

Velocys(영국), Eni(이탈리아), Gevo(미국), 
ECB(파라과이), Total(프랑스), Preem
(스웨덴), Philips 66(미국)

2025~2030년 30개 이상의 생산시설 신설 
또는 확충이 예상된다

단위: 리터(ℓ) / 전체 항공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 ‘E’는 예측치(estimate), ** ‘F’는 전망치(forecast)를 각각 뜻한다.

18    항공운송행동그룹(ATAG)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환경 보고서 2019’(Environment Report 2019)의 신설 예정 또는 가동 중인 SAF 공장 

          과 장기구매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이와 같은 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TAG의 시나리오는 발표 전이거나 구상 단계의 SAF 생산시설과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산시설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5F
38.39억ℓ
(3,071t)

1%

57.39억ℓ
(4,591t)

1.5%

99.8억ℓ
(7,984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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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생산비용 전망

전 세계 SAF 생산 공정을 분석하면 규모의 경제와 일부 공급원료 투입비용 하락에 힘입어 SAF 생산 비용이 차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원료별 비용 차이는 발생하며,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 

SAF의 장기적 공급과 도입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화석 항공연료 가격이 등락을 보였듯 SAF 생산 

비용도 상황 전개에 따라 심한 등락을 보일 수 있다. 

ATAG는 동등한 조건에서 화석연료와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탄소 감축에 따른 공급원료의 효용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각 공급원료별 SAF 생산에 드는 순비용 전망치를 집계했다(예: 2030년에는 화석연료에 톤당 100달러, 2050

년에는 톤당 200달러의 탄소 비용을 각각 추가).19 

19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augmented with analysis from ATAG / IATA Environment and IATA  
         Economics

SAF 생산비용 전망(ATAG)
단위: 미국 달러화/톤(t)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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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진정한 탈탄소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SAF가 대규모로 

도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할 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SAF 생산과 도입을 확대하려면 의무 

와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항공산업의 중론이다. 우호적 

정책은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 부담과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여줘,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탄생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SAF 정책은 모두 항공산업 탈탄소화라는 공동 

의 목표를 공유하지만, 접근법과 세부내용은 상이하다.20 대체로 EU가 

규제 중심, 미국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리퓨얼EU 애비에이션(ReFuelEU Aviation)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EU의 입법안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리퓨얼EU

는 ‘핏 포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SAF 생산과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됐다. 리퓨얼EU는 항공연료 공급업체들이 지켜야 할 SAF+화석연료 혼합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EU 내 공항에 항공연료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은 SAF

와 합성 연료의 최저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25년부터 

실효되는데, 2025년 SAF 최저 혼합 비율은 2%로 명시돼 있으며, 이후 5년마다 

비율이 상승해 2050년에는 63%(이 중 28%는 합성 연료)에 이른다. 

또한 EU 내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륙 전 혼합 비율 측정을 받아야 

한다. 혼합 비율은 착륙지와 상관없이 비행에 필요한 총 연료량 대비 비율로 

환산된다. 또한 EU 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에 항공연료 혼합 비율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리퓨얼EU는 EU의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따르 

므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가 공동 감독 및 규정 수정 

권한을 갖는다. 

20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Fact Sheet: EU and US Policy Approaches to Advance SAF Production

EU
규제 중심 정책

미국과 EU의 SAF 정책



2022  No.24

171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표준(California Low Carbon Fuel Standard, CA-LCFS)

CA-LCFS는 운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정된 표준으로, 재생 연료에 의한 

탄소감축분에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AF는 CA-LCFS

가 2019년 개정되면서 탄소 크레딧 시스템에 포함됐다. SAF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재래식 항공연료와 비교해 전 과정 감축 효과의 모델링을 통해 측정되며, 

측정 후 제공되는 탄소 크레딧은 SAF 생산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탄소 

크레딧을 얻은 SAF 생산업체는 CA-LCFS의 적용을 받는 제3자에게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혼합(Renewable Fuel Standard, RFS) 프로그램

RFS는 2005년에 제정된 미국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라 

도입됐으며, 2007년 에너지 독립·보장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따라 개정됐다. RFS 규정은 육상 운송의 재생가능 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간 재생가능 연료의 최저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SAF 산업은 규정 준수 의무는 없지만 일종의 크레딧 제도인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해 선택적으로 RFS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미국 SAF 산업은 재생가능 디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갤런당 1.6 RIN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SAF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늘을 위한 법(Sustainable Skies Act, SSA)

미 의회는 SAF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5월에 SSA를 

제정했다. SSA에 따르면, 전 과정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SAF

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갤런당 미화 1.5달러의 크레딧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올라가면 갤런당 최대 2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SSA에 따른 크레딧을 

얻으려면 ICAO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크레딧 외에도 미국 내 SAF 

생산시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신규 SAF 정책

2021년 9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SAF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30억 갤런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국산 SAF 생산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SAF 그랜드 챌린지(SAF Grand Challenge) 기금 등 국산 SAF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펀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SAF의 글로벌 생산과 도입 확대를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

인센티브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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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이 30년 내 SAF로 에너지 전환을 완수하려면 항공사가 지불 

해야 할 가격과 공급망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용을 낮추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SAF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공급업체들이 무리 없이 자본을 조달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항공산업의 SAF 도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민간 부문의 SAF 생산과 도입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려면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호적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므로 공적 

자금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호적 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급과 수요 간 유기적 균형을 형성해 지속가능한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딜로이트-셸 설문조사21에 따르면, 응답 

자의 90%가 항공산업 탈탄소화의 주요 장애물로 정책적 인센티브의 

부재를 꼽았다.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 중심 정책은 인센티브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SAF 활용을 확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규제를 준수 

해야 하는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은 최적의 재무 성과를 얻지 못해 가격을 

올려야 하므로, SAF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다.

이 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속가능성 표준을 수용하고, 사용자 친화적 

SAF 회계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식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육상 운송을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 정책을 

차용하는 한편, 육상 모빌리티보다 더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항공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체 에너지 종류가 많은 육상 모빌리티에 비해 

항공산업은 대체 에너지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SAF 시장 초기 단계에 생산 비용 갭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 

해 생산비용이 내려가고 SAF와 화석연료 간 가격 격차가 사라지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책적 지원은 SAF 시장이 

자립적으로 수익성과 규모 확대를 지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임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1    Deloitte, Shell (October 2021), 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 

SAF 산업 발전, 
인센티브 정책이 관건

SAF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공급업체들이 무리 없이 
자본을 조달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항공산업의 SAF 도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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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 온 역사가 깊다. 첫 

비행 시도부터 동력 비행, 제트엔진, 첨단 부품 개발, 3D 프린팅까지 더욱 

가볍고 빠르게 창공을 날고자 하는 열망은 항공산업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기후변화라는 과제 또한 다를 바 없다. 

1950년대 첫 여객기가 등장한 후 항공기 연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현재 항공기 연비는 50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80% 개선된 

수준이다. 또한 항공기 세대가 바뀔 때마다 탄소 배출량은 약 15~20% 

감축됐다.22  이처럼 지속적인 개선은 엔진 효율성 개선, 기체 역학 개선, 

무게 감소 등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최신 세대 항공기는 알루미늄 부품이 

교체되면서 기체 무게가 극적으로 가벼워져, 더욱 효율적인 엔진 작동이 

가능해졌다.

항공기는 기존 기술을 발판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날개 동체 혼합형

(blended wing body)으로 대표되는 각종 신기술과 설계 발전으로 

향후 20년간 연비가 15~25%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23 심지어 이 중 

일부는 기존 항공기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로 장착하거나, 향후 수년 내로 생산라인에서 나올 기존 

설계의 항공기에 장치를 부착하면 얼마든지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사실 

모든 항공기는 생산 수명(production life) 내내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동일 기종이라 할지라도 몇 년 전 만들어진 항공기보다 

방금 생산라인에서 나온 항공기가 훨씬 진화된 기능을 갖추게 된다. 통상 

동일 기종의 생산 수명을 통틀어 약 2~3%의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24  

하지만 무엇보다 2030년대부터는 혁신적 추진 기술과 첨단 설계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트엔진의 시대가 물러가고 진정한 넷제로 

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항공산업은 또 한 번 비약적인 기술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23    Ibid. 
24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2030년대부터는 혁신적 

추진 기술과 첨단 설계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트엔진의 시대가 

물러가고 진정한 넷제로 

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전기추진 항공기,
클린 스카이를 완성한다2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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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26    Ibid.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현황 및 전망

하이브리드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은 내연기관과 전기 엔진의 장점을 합친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추진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 이륙 시 최대 추진력을 얻은 후, 항공기가 크루즈 모드로 전환했을 때나 하강할 때는 내연기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내연기관 엔진의 크기와 무게도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대형 비행기의 완전 전동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단계다. 날개 동체 혼합형 등 첨단 

동체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하면 CO2 배출량을 최대 40% 감축할 수 있다.

▶ 상용화 시기 전망25 

소형 항공기(15~20인승): 2020년대

지역 항공기*: 2030년대

대형 항공기: 2040년부터

* 지역 항공기(regional aircraft)는 국제선 또는 장거리 항공기와 대조적으로 국내선 또는 인접국 도시간 단거리 및 
중거리를 운송하는 항공기를 뜻한다. 지역 항공기라 해서 반드시 중소형 규모일 필요는 없다.

완전 전기 항공기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을 대신해 기존 프로펠러나 다수의 소형 팬 세트를 가동시킨다.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에 저장돼 항공기에 탑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터리 무게 부담으로 상용화되기가 

어렵다. 운항 중 CO2 배출량은 제로이지만, 전 과정 배출량은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다면 전 과정 배출량 또한 제로에 가까워진다. 완전 

전기 항공기는 CO2 배출 방지 외에도 비행운과 산화질소 생성을 막을 수 있다.

▶ 상용화 시기 전망26  

테스트용 소형 항공기(최대 9인승): 운항 중

소형 항공기(최대 19인승): 2020년대 후반

※ 노르웨이는 2040년까지 모든 국내선 및 단거리 항공편을 완전 전기 항공기로 운항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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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컨셉 단계의 전기 항공기는 230종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상업용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약 30종에 

불과하다.27 소형 전기 항공기(2~6인승)는 개인 운송 수단으로 2020~2025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승객 약 4

명을 태울 수 있는 다축(multi-rotor) 수직이착륙기(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또한 이미 전 세계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 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장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소형 전기 항공기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에어택시로 도입되거나 빠른 속도와 정확성, 조용한 

기내 환경 등의 장점을 살려 에어 구급차 및 부상자 수송기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전체 항공산업의 넷제로 여정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기 항공기 초기 단계에 활용되는 이러한 소형 항공기들은 대형 상업용 항공기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어 9~19인승의 커뮤터기(commuter aircraft, 근거리 도시간 왕복 여객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커뮤터기 프로토타입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소형 항공기에 첨단 기능을 추가해 운행 

중이다. 커뮤터기는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0~2035년 50~100인승 전기 항공기(터보프롭형 포함)가 상용화돼, 이미 연비가 극적으로 개선된 지역 

항공편이 거의 탄소 무배출을 실현하고 인구의 지역간 이동 환경을 훨씬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인승 이상의 대형 완전 전기 항공기가 2045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완전 전기 

항공기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면 51~100인승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전기추진 시스템 분야는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는 그림과 같이 용도별로 ▲VTOL: 17건(하이브리드 2건, 완전 전기 15건) ▲일반 

레저용 항공기: 16건(하이브리드 4건, 완전 전기 12건) ▲상업용 대형 항공기: 4건(하이브리드 3건, 완전 전기 1건) ▲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3건(하이브리드 1건, 완전 전기 2건)이 시작됐다. 다만 일부 중단된 프로젝트도 있다.

27    Roland Burger (July 2020), Electric Aircraft Database

전 세계 전기/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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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항공기 부문별 각 프로젝트의 비행 거리, 승객 수, 상용화 목표 시기 등 현재 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VTOL

도심항공교통(UAM)의 주요 솔루션으로 꼽히는 VTOL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뤄졌다. 승객 수가 1명에서 

5명으로, 최대이륙중량(MTOW)이 450kg에서 2,200kg으로, 비행 거리가 16km에서 300km로 각각 늘었다. VTOL 

프로젝트는 2020~2025년에 걸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작된 VTOL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5건, 하이브리드 2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건으로 집계됐다.28

28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전기/하이브리드 VTOL 개발 프로젝트 현황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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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레저용 항공기

일반 레저용 항공기는 MTOW 300~1,000kg의 항공기로 이뤄져 있으며, 대체로 2인승이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2건, 하이브리드 4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20년 3건으로 늘어난 후 2025년에는 2건으로 

집계됐다.29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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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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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상업용 항공기

대형 상업용 항공기 부문은 하이브리드 타입의 단일통로 항공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승객 수는 대체로 

100~135명이다.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대형 상업용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건, 하이브리드 3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28년 1건, 2030년 2건, 2040년 1건으로 집계됐다.30

4)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는 단거리 및 소형 비행기에서 비행거리와 승객 수가 조금씩 늘어난 형태다. 비행거리는 

1,000km에 근접하고, 승객 수는 약 10명이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4건, 하이브리드 2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20년 1건, 2024년 2건, 2026년 3건으로 집계됐다.31

전기/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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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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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추진 시스템과 혁신적 신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의 범용화가 가능해진다.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다. 최근 수 년간 

테슬라(Tesla)로 대표되는 전기차의 급발전으로 항공기 배터리 

기술도 크게 발전하기는 했으나, 배터리 한 개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은 여전히 초소형기 외에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수준이다.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은 배터리 무게다.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항공기의 이착륙 시 무게가 동일하다. 통상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항공기는 이륙 시 가장 무겁고 운항을 하면서 연료를 연소하면 

착륙 시 무게가 가벼워진다. 따라서 배터리 무게와 배터리 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약적 해결책이 없다면 완전 전기 항공 

기는 초단거리 비행에만 적용할 수 있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은 지난 몇 년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에 전기 엔진을 도입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테스트와 

인증, 표준을 거쳐야 한다.

배터리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 항공기의 

운항 만으로는 CO2 배출량이 제로이지만, 리튬 등 원재료를 얻고 

배터리를 제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발자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운항 중 배터리 저장과 충전 기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2022  No.24

181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항공사, 제조사, 공항 등 관련 

하위 산업은 180도 변화한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각 부문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 항공기 운영 비용 

전기 항공기 운영 비용은 언젠가 제트연료 항공기 운영 비용과 동등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ATAG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항공기 

전동화를 위한 총비용은 현재 유닛 단위 전력 비용인 메가와트시(MWh) 

당 미화 69달러를 기준으로 약 8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2050년 예상 전력 비용인 메가와트 시 당 34달러를 적용하면 39억 달러 

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비교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는 메트 

릭톤(mt) 당 635달러인 현재 기준32을 적용하면 2050년 운영 비용이 76

억 달러에 달한다.

완전 전기 항공기 수요 

2050년에 완전 전기 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려면 51~100인승 중형기 

약 3,800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9~19인승 

소형기 1,750대가 운항 중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돼 전기 항공기 

시장이 커지면 더 작은 단위의 지역 간 운항 또는 외지를 오가는 운항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33

정비소요시간(TAT) 관련 비용 

전기 항공기의 재충전으로 인한 정비 소요시간(turnaround time, TAT)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료 제동장치, 흡기구, 배기구, 소화장치 등 

구조가 복잡해 누유 점검, 드레인, 주기적 클렌징 등 많은 절차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기존 항공기에 비해 전기추진 시스템 아키텍처는 기술의 

밀집도는 있지만 구조적인 단순함이 있다. 또한 배터리 충전시간이 지속 

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전기항공기 사용 시 재충전에 따른 TAT의 

증가는 항공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Jet Fuel Price Monitor
33    The Cirium, Fleets Database   
34    Schäfer, Andreas W. et al.(2018), Technolog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spects of All-Electric Aircraft. Nature Energy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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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항공산업 넷제로 달성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완전 전기 항공기를 

만들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화석연료 항공유의 에너지 밀도는 약 1만2,000Wh/kg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2018년 기준 최고 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50Wh/kg을 기록했고,34 2050년에 이르면 800Wh/kg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거리 전기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750~ 

2,000Wh/kg 수준이다.

배터리 탑재를 위한 설계 기술 전기 항공기가 19인승 이하의 소형기 단계 

에서 벗어나 대형기 운항으로 나아가려면 항공기 설계 기술도 같이 발전 

해야 한다. 약 50인승의 지역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항공기 주류 기술 

전반이 개선돼야 하고, 약 100인승 협폭동체 항공기는 전기 모터의 

무게와 쿨링 문제를 해결해 줄 ‘경량 고온 초전도 전기 모터’(lightweight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electric motor)가 필요하다. 

배터리 충전시설 전기 항공기를 전면 도입하려면 공항마다 항공유 

주유시설 대신 배터리 충전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소형기는 60kW DC 

(직류전류) 정도의 충전시설로도 충분하지만, 중대형기의 경우 3.5~ 

7MWh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충전 시간이 길어져 TAT가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현재 공항에 설치된 90kVA(킬로볼트-암페어) 

전력망을 증강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하드웨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배터리 충전시설이 붐비는 시간에는 여분 배터리 

팩으로 아예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추가 물류 비용이 든다. 또한 배터리 교체는 주요 정비 또는 

설계 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공항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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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향후 수 년간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소는 무탄소 

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신 항공기의 내연기관에 투입해 

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를 이처럼 대체연료로 사용하면 

대형기에도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소는 전기 항공기의 

연료전지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항공산업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를 도입하려면 대규모의 수소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 수소(green hydrogen)의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급 인프라도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수소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IATA는 2035년경에는 수소 

항공기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35

수소는 SAF 생산에 주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직접 에너지원 

으로도 활용된다. 수소는 연료전지 형태로 전기 항공기에 에너지를 제공 

하고, 가스나 액체 형태로 직접 연소할 수 있는 대체연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수소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가운데 항공산업의 

수소 기술 실험과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린 수소 또는 블루 수소(blue hydrogen, CCS를 통해 얻은 수소)

를 사용할 경우 완벽한 탄소 제로 배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미세입자와 

산화질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형 항공기에 수소 연료전지를 

도입할 경우에도 미세입자 배출이 없어 비행운 생성을 줄일 수 있다. 

항공기 시스템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소 항공기는 기존 항공유 

기반 항공기에 비해 보통 70~90%의 기후 영향 감축 효과가 있다. 유럽 

항공산업의 넷제로 계획인 ‘데스티네이션 2050’(Destination 2050)  

은 항공산업의 수소 수요가 증가하면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이 60

메가톤(MtCO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 공동 혁신 및 

리서치 조직인 ‘클린 항공’(Clean Aviation)은 ‘클린스카이2’(Clean 

Sky2)36계획에서 2050년 항공산업의 액화수소 수요량이 40~130메가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IEA는 ‘2020 에너지 기술 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보고서에서 2070년에 이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량 중 약 20%를 항공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35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36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수소 항공기의 넷제로 
효과와 상용화 시기 전망

수소 항공기,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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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산업의 에너지 수요량(ATAG 전망)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단위: 석유환산메가톤(M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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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행동그룹(ATAG)은 101~210인승 항공기의 추진 기술로 

유력시되는 수소 항공기 도입에 대해 제시한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수소 항공기가 2035년경에 상용화된 후 101~210인승 세그먼트에서 

2042년경에 드롭인 연료(drop-in fuel)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면 100% 

수소 항공기 생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항공산업의 

수소 수요량은 2050년에 43메가톤(MtH2)에 이르고, 2060년에는 79

메가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이는 해당 년도에 예상되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에너지 수요량의 20% 및 33%에 각각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01~210인승 세그먼트에서도 SAF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연료 기반 추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항공기가 계속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7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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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항공기를 만들려면 항공기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 액화 

수소는 영하 253℃의 극저온 특수 탱크에 저장해야 하고, 연료 기반 

항공기에 비해 에너지 단위당 무게는 낮지만 부피는 크다. 따라서 액화 

수소 탱크는 항공연료 탱크보다 약 네 배 커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연료 

분배 시스템과 엔진을 항공기에 탑재해야 한다.

수소 항공기 도입을 위한 
기술적 해결 과제

수소를 연료전지 또는 직접 연소 형태로 활용하는 항공기의 시대로 전환하려면 수 십년간 항공 

연료를 중심으로 최적화돼 온 항공기 기술, 에너지원, 인프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수소 항공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거리 운항 항공기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 엔진을 가동하면 승객당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거의 제로 배출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거리부터는 액화수소를 저장할 특수 

탱크를 탑재하기 위해 연장된 형태의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처럼 주날개와 동체 

내부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장거리 운항을 위해서는 더욱 긴 기체와 

더욱 큰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터빈 엔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SAF와 비교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따라서 2050년 이전까지 중장거리 비행에는 수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액화수소의 무게가 줄고 특수 탱크 제작을 위한 신기술이나 신소재가 

개발되면 중장거리 비행에도 수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날개 동체 혼합형(blended 

wing body) 항공기에는 기존 항공기보다 더 큰 탱크를 탑재할 수 있다.

수소를 연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CO2와 NOx 등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지구온난화 원인인 수증기 배출량은 증가한다.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 수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의 세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너지를 포집하는 대체 열역학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수소 항공기를 도입하려면 액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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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20210),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39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40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1    Ibid.
42    Ibid.
43    Universal Hydrogen
44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5    Universal Hydrogen

항공산업의 수소 전환은 여타 산업의 수소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기회와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산업 참여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

수소 생산비용

IEA의 넷제로 시나리오38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평균 

비용은 현재 킬로그램(kg)당 3.5~7.5달러에서 2050년에는 1~2.5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CUS를 통한 천연가스 생산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여기에 유통·액화·저장 등을 위한 비용 약 1.2달러를 추가할 

경우, 수소 생산비용은 현재 4.7~8.7달러에서 2050년 2.2~3.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ATAG의 가장 공격적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항공산업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드는 총합 생산비용은 

현재 1,700억~3,700억 달러에서 2050년 900억~1,600억 달러로 

떨어진다. 현재 항공연료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드는 생산비용인 총합 

650억 달러와 비교하면 수소 생산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3~6배, 2050

년 기준으로 1.4~2.4배 많다. 2050년까지 탄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소와 

기존 항공연료 간 생산비용 격차가 달라질 것이며,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것이다. 기술 발전 양상과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 생산비용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민간 합동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신규 항공기 비용

ATAG는 항공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해 2035~2050년 100~210인승 

세그먼트에서 약 2만4,000대의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39  

‘클린스카이 2’의 수소 항공 연구40 에 따르면, 액화수소 탱크의 기체 통합, 

복잡한 구조의 연료 분배 및 추진 시스템, 항공기 크기 확대 등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연료 기반 항공기보다 수소 항공기에 항공사들이 더 많은 

자본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수소 항공기는 기체가 더 크고 

수소 항공기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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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탱크는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정비 비용이 최대 

47%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추진 

시스템과 탱크의 보수정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41 

정비소요시간(TAT) 제반 비용

TAT가 늘어나면 항공기 보유 수가 동일한 경우 비행 주기가 7% 줄어42 

수익이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유 항공기 수를 늘리면 

운영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수소의 경우 항공기 투입 시간이 기존 

항공연료에 비해 최대 20% 늘어날 수 있지만, 항공사의 운영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니버설하이드로젠

(Universal Hydrogen)사가 개발 중인 ‘팟’(pod) 형태의 액화수소 투입 

시스템43 등 수소 항공기 설계 단계에서 연료 투입 시간을 단축하려는 

연구개발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2) 공항

인프라

수소는 압축 또는 액화 과정을 거쳐, 작은 공항에는 화물 트레일러로, 큰 

공항에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적을 때는 화물 

트레일러로 공급하고 많아지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려면 추가 인프라 비용이 들지만, 각 지역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육상 운송 등 다른 용도로 수소 도입이 일반화되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공항에 공급된 이후에는 연료 급유 트럭이나  

플랫폼, 스테이션 등을 통해 항공기에 수소를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액화수소 급유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고압·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송유 시스템보다 5배의 비용이 든다.44 유니버설 

하이드로젠사는 기존 복합 컨테이너 화물 네트워크 대신 모듈 캡슐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45 연장된 기체에 맞춰 공항의 게이트 

박스 사이즈도 커져야 하는 등 수소 항공기를 도입하면 공항의 여타  

인프라 개조도 필요하다. 다만 수소 항공기 개발과 설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니 만큼 기체 길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게이트박스의 사이즈를 

조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인프라 투자

수소 항공기로 전환이 이뤄지면 공항들은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현황과 

계획, 기술 발전 등에 맞춰 투자의 시기와 가용성, 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항 운송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공항 설계도 변경 등 간접적 인프라 

비용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른 산업에서 수소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시너지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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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도 있다. 공항과 관련된 육상 운송(중량화물 물류, 버스, 견인차 등) 

부문에서 수소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위해 마련된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에너지 공급업체

수소 생산

저탄소 공급원으로 만든 수소는 항공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대체로 석탄 기반의 블랙 수소

(black hydrogen), 천연가스 기반의 그레이 수소(grey hydrogen), 갈탄 

기반의 브라운 수소(brown hydrogen)이며 일부 CCUS를 통해 블루 

수소(blue hydrogen)가 생산된다. 수소 생산 방식은 결국 전기 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green hydrogen)로 나아가야 한다. 수소 항공기 전환이 

이뤄지면 공항이나 공항 근처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지역 

공항의 경우 50메가와트(MW)의 전기 분해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고, 대형 

공항의 500메가와트의 시설이 필요하다.46 ATAG는 수소 항공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2,200테라와트시(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47  

자본조달 및 투자

항공산업은 본디 자본 집약적이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항공 

산업의 넷제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제품 

개발, 제품 인수, 인프라 구축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규제기관

명확한 표준과 인증 절차 

안전성 검증이 매우 엄격한 항공산업에서 수소 항공기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고도의 표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항공연료 

기반 항공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증과 표준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고된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46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7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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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모든 것이 극도로 신중히 이뤄지는 영역이다. 고도의 혁신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도입할 때 극도로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 안전성 검사를 거친다. 지금까지 열거한 

신기술들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상용화가 시작된 후에도 항공산업만의 특징적인 장애물들이 대대적인 

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새로운 기체 구성 또는 추진 시스템은 한층 엄격한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중 

일부는 상업용 항공에 요구되는 명백한 안전성 수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인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항공기와 기술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투자에 나설 것이다. 항공기는 매우 

값비싼 자산이므로 고장으로 인한 보수정비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은 전혀 새로운 운영 및 보수정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항에 그린 전력을 공급하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원과 에너지 수송 

경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 항공연료 기반 항공기보다 급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전기 항공기의 경우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대형 충전소도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는 기존 제트기보다 속도가 더 느릴 수 있고, 비상상황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항적 난기류 대응 프로토콜도 달라질 수 있다. 항공교통 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 시스템 또한 이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

승무원부터 지상 인력, 보수정비 인력, 항공사 직원까지 새로운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력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는 기존 제트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일반 승객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다.

항공산업, 마지막 허들을 넘어 탈탄소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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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포함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항공산업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탈(脫)탄소화 움직임이 하늘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의무화와 전기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전동 

항공기의 등장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항공업계 역시 분주하다. 미국과 유럽은 SAF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AF는 이제 폐식용유와 재생 가능한 에탄올을 이용해 극소량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표준 제트 

연료보다 3~5배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SAF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세금 공제를 승인 

하지 않았고, 기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SAF를 비롯한 저탄소 수송 연료 공급에 대한 인센 

티브 정책도 지속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롤스로이스(Rolls Royce)와 에어버스(Airbus)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슐츠(Eric Schulz)는 "SAF

는 지난 10년간 운항한 비행기에 바로 투입해 전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반면 롤스로이스는 바이오 연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엔진 제조업체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그라지아 비타디니(Grazia Vittadini)는 "합성할 수 있는 식용유의 양은 매우 많다. 식수를 사용한 

농업과 경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합성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옵션으로는 엔진 효율성 

향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형 항공기를 교체하는 것과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항공기 경로 개선 등이 있다. 

윌리 월시(Willie Walsh)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사무총장은 

“탄소를 줄이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넷제로 전환에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더 높은 항공 요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요 엔진사들과 항공기 

제조사들은 전기 비행기나 수소 동력 비행기 연구개발(R&D)에 전념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에어버스와 협력해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제트 엔진은 

2035년부터 대형 제트기에 엔진을 공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탄소 포집 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기업들도 있다. 에어버스를 포함한 6개 이상의 항공사는 항공 

여행으로 인한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에서 텍사스주(州) 정부가 계획 중인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의 탄소 크레딧(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기술의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항공을 필두로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련 

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딜로이트는 항공우주산업전문가와 함께 항공업계에서 부는 탈탄소화 움직임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탈탄소화 항공을 향한 날갯짓,
SAF와 전기 항공기

홍성훈 Deputy Senior Manager l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 미래전략팀

배순한 Senior Manager l Deloitte Insights

Interviewee

Interviewer

I n t e r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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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 

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사와 종속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항공우주 

기업으로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체계 개발 등 독자 

개발 항공기 외에 항공기 부품, 인공위성 및 발사체,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항공기 개조, 정비, 성능 

개량, 후속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 

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 등이 있으며, 현재는 KF-

21(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과 LAH(소형무장헬기)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국방 

위성 개발사업 등 우주 사업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오늘 인터뷰 주제와 관련,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의 독자모델 개발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상업용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3%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이나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훨씬 많고 

운송수단끼리 비교하더라도 대부분 이산화탄소는 하 

늘이 아닌 도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항공 

업계의 탄소중립이 성급하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기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3% 수준을 차지하 

지만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항공기가 

자동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높은 고도 

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 구름의 원인이 돼  

지구온난화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유럽에서 ‘비행기 타기가 부끄럽다’며 비행기 

대신 기차나 배를 타는 ‘수치스러운 비행’(Flight - 

Shame) 운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배출량이 적다고 

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 

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하는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이지만, 2027년부터 의무이고,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EU내 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 

의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대비 

해야 합니다. 

Q. 항공산업에서 탄소 중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되는 것입니까?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는 COVID-19로 중단되 

었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보복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항공사 탄소배출 

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열린 판보로 에어쇼에서 SAF 비중 확대, 탄소 포집 

그리고 전기추진 항공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와 제조사들은 이런 변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Q. 항공산업은 규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항공 

산업의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안으로 전기화가 있습 

니다. 전기 추진 항공기 도입을 위한 기술과 제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사 선행 사례로 자동 

차 산업의 전동화 사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차량 

의 운행 금지, 무공해/저공해 지역 운영, 내연기관 자동 

차의 시내 진입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했고, 동시에 

전기 자동차 운영에 따른 세제혜택, 보조금 등의 금 

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기차 도 

입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인 기술 개발 

과 탈탄소화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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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사례를 말씀 하셨는데, 

전기추진 항공기 도입이 탈탄소화 이외에도 산업적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탈탄소화 만을 위해 

전기차 개발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적인 의미가 없다면 탈탄소화 만을 

목표로 항공사 및 제조사들이 전기추진 항공 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고, 전기차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재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추진 항공기 도입 

은 타 산업 대비 뒤처진 국내 항공 부품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그 영향은 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탈탄소화 추세와 맞물려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기존 

항공업계와의 파트너십 및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품 공급망, 즉 전기추진 

항공기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과 제조사들은 그러한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추진 항공기 

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Q. 최근 항공사에서 SAF 공급 계약 체결도 늘고 있어 

항공 산업의 탈탄소화에 진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탈탄소화 추진 노선에 SAF가 

어떤 실효적인 도움이 되나요? SAF가 항공기의 미래 

연료가 될 수 있을 까요?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SAF 도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2017년에 국내 최초로 SAF 혼합사용 

으로 시카고-인천 구간을 한차례 운행했습니다. 이후 

로 2022년 2월 프랑스 현지 정유사와 SAF 공급 계약 

을 맺고 향후 파리-인천 노선에 SAF 1% 가량을 혼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SAF가 선택 

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CAO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하는

CORSIA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이지만, 2027년 부터 의무이고, EU는 2025년 부 

터 EU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의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SAF 도입에 있 

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SAF 공급망 

확보인데,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럽의 

SAF 연료 의무화에 항공사들은 연료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2022년 공공기관 최초 

로 ESG 헌장을 선포하고, 바이오 항공유 공급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물리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Q. 이 문제는 항공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요?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관련해서는 현대오일 

뱅크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연간 50만톤 

내외의 바이오 항공유 제조를 위한 공장 증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항공유를 대체연료에 포함 

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유 

사들이 대체연료로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고 공급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가 완비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SAF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석유대체 연료로 지정돼야 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도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원료 

등에 관한 인증 기준도 필요합니다. 

Q. 항공사들의 SAF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의 지원 

책도 마련돼야 할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부 정책도 불투명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항공유에 비해 3~5배 비싼 SAF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입니다. LCC

들은 SAF 도입에 앞서 연료 절감을 통한 탄소저감을 

위해 항공기 브레이크를 기존 스틸에서 카본으로 

[인터뷰] 탈탄소화 항공을 향한 날갯짓, SAF와 전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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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거나 수하물 무게 줄이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SAF 도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럽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LCC들의 경우 

유럽의 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SAF 

가격이 기존 항공유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및 SAF 사용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현재 항공업계의 탈탄소화 방안으로 전기추진 

항공기와 수소 항공기 개발이 눈에 띕니다. 항공산업 

의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항공산업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산업은 어떤 수준인가요?

SAF는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탄소중립 

을 실현하려면 전기추진 항공기와 수소 항공기 개발 

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추진 기술은 소형/단거리 

항공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는 

중대형/중장거리 항공시장에서는 모터와 내연기관이 

혼합되는 추진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기존 전통적으로 항공산업 강자들이 자리잡고 

있는 엔진기술 보다는 새로운 기술 요소인 발전기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모터와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적용 범위가 높아 성장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또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항공기 전기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소형급 전기식 항공기와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 또한 전기추진 방식의 공군 차기 

기본훈련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수직이착 

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의 독자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Q. 앞서 SAF 도입에 장애 요소로 경제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수소 항공기 운용 시에 경제 

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 항공기와 

달리 정비소요시간(TAT)이 증가한다면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제성을 예측할 수는 없습 

니다. 항공사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객과 물동량 그리고 노선 최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TAT와 관련해서, 기존 항공기는 엔진과 함께 

연료제동장치, 흡기구, 배기구, 소화장치 등이 복잡해 

누유 점검, 드레인, 주기적 클렌징 등 많은 점검과 

정비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추진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단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의 밀집도가 높지만 

구조적인 단순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가 

1시간 비행하려면 4~5시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 

하지만 동급 eVTOL은 30분 정도면 정비, 점검이 끝 

납니다. 배터리 충전시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충전 이유로 정비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 

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비행하는 

협폭동체(narrow body) 항공기인 B737의 경우 

연료투입시간은 10~15분 정도입니다. 20% 이상  

늘어난다고 해도, 항공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닙니다.

Q. 항공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선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항공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닙니다. 대량생산 

으로 원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닙니다. 항공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에게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 

에서는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을 항공산업에 접목 

하는 것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를 위해 

시스템 경량화, 고출력/연속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최적화, 배터리 밀도 개선과 수소저장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공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부품 모듈 개발과 동시에 소량 

생산에 적합한 생산체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항공기 전기 

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평가,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테스트 인프라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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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과 전기모터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항공산업의 

탈탄소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기술적으로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차량용 전기 추진기술과 항공기에 적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은 출력, 요구 안전성, 중량 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기술 

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항공용 연료전지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현재 여객기에 쓰이는 

제트유(jet fuel)의 에너지 밀도는 11.90~11.95 

kWh/kg(42.8~32.0 MJ/Kg)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 

용화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100~250 Wh/kg 수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Tesla)가 320 Wh/kg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2020년 중반에 450 Wh/kg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제트유의 1/24 수준입니다. 전기모터 

또한 아직까지 일부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항공기 

추력용 전기모터는 다른 산업용 모터에 비해 높은 

비출력(specific power, kW/kg)이 요구 되는데, 자동 

차 뿐 만 아니라 타 산업의 상용전기 모터는 비출력이 

낮아 전기 추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용 모터의 비출력은 0.2kw/kg, 전기차 모터는 

2KW/kg 수준이나 이것으로 협폭동체 항공기의 

추진은 어렵습니다. 

Q.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공 

산업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항공산업 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항공산업이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개발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용 소형 항공기를 제외한 완전 전기 항공기의 

개발은 추진체와 배터리 등 현 기술적 한계로 실용적 

인 항속거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유사하게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방식 

을 차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방식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리스크가 낮은 반면 발전기, 파워 

일렉트로닉스, 배선, 전동 모터 등에 의한 에너지 

추가손실로 열효율은 기존 가스터빈 엔진 대비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브릿지 기술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전기추진 항공기 개발이 선행 

된 이후에 완전 전기 추진 항공기 개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동시에 복합재 등을 적용한 항공기 경량화 

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인 측면 

에서는 공급망 침투 기회를 엿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항공운항사들의 경쟁에서 촉발된 항공 

산업에서의 탈탄소화 추세는 준비된 기업에게는 새로 

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안 된 기업에게는 산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체들이 미래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홍성훈 Deputy Senior Manager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 

미래전략팀

[인터뷰] 탈탄소화 항공을 향한 날갯짓, SAF와 전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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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세대가 겪게 되는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7년’으로 기록되었고, 2021년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09℃가 올랐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높이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보다 10.22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미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내에서, 특히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는데, 2022년에 발표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AR6)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으로는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보고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은 감축목표를 더욱 상향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50년까지는 84%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2  

1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2022), C테크 레이스, p20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2022년 4월 5일(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3      WRI, 4 Charts Expla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Countries and Sectors (Accessed: November 9, 2022)

이 같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기조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에너지 부문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의 

자료에 따르면,3 2019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글로벌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으로 75.6%(37.6기가CO2 환산톤)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열과 전기생산이 31.8%, 수송이 17%, 제조 및 

건설이 12.7%의 비중을 가진다. 에너지 외 부문은 농업이 11.6%, 산업공정이 6.1%, 폐기물 3.3%,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및 임업(LULUCF)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실현은 에너지 부문에 달려있어

청정 에너지전환과 새로운 성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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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점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19년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를 강타하며 각국의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이 대표적이다. 동 정책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으로서, 에너지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주어 청정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럽은 

구체적으로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녹색 예산·조달 시스템 구축, 공정전환 지역에서의 국가보조금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4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며, 미국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에 동참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며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 

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이러한 세액공제 외에도 막대한 자금을 에너지·기후·환경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5  

이처럼 해외 주요 지역/국가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4      KDI 경제정보센터, ‘EU의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검색일: 2022년 11월 9일)
5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 (검색일: 2022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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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6  2022년 세계 에너지부문 투자액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에너지 부문 모든 분야가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투자를 상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력부문과 에너지 최종소비 및 효율부문이 이를 견인하고 있었다.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하면, 2022년 투자액은 1.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급격한 투자액의 증가인데,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약 5년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액 증가율은 2%

가 약간 넘는 정도였으나, 2020년 이후로 투자액 증가율이 12%를 넘어서며, 점차 다가오는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여 한다는 높은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감소했던 전력부문 투자는 2021년에 7% 증가하였으며, 2022년 

에도 6% 확대되어 약 9,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최종에너지소비 전 부문에서 전기화

(electrification)가 확대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이루어진 전력 

부문에서의 투자 증가세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배터리 기반의 전기저장장치(Battery Storage, 또는 Electricity 

Storage System(ESS)) 등의 분야에서 주도되었다.7  

청정에너지분야 투자 가파르게 증가

6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7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제22-19호 

2017~2022년 기간 세계 청정 에너지분야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EV 저탄소 연료 및 CCUS 전력망 및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 및 기타 최종소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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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4,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력부분 

투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신규 태양광 최종투자의사결정(FID)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해 2020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풍력은 2020년 최대 보급 기록을 갱신한 후 2021년에도 20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도입·가동되었으며, 해상풍력은 2021년에 역대 가장 많은 신규 설비가 보급되었다.8  

반면 2015년과 비교하여 2021년 신규 가스 및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FID는 약 60%가 감소하였다. 특히 석탄 

발전소는 이러한 FID 감소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FID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2022

년 투자는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전과 수력발전 모두에서 3년 만에 신규 FID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중국, 유럽, 파키스탄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의 기존 

원전 정비와 현대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증가하였다.

8    Ibid

2011~2022년 기간 분야별 세계 발전부문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전력저장설비 전력망 원자력 화석연료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중국 제외 신흥개발도상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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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를 대비하여 산유국 국영석유기업과 주요 석유메이저들은 석유·가스에서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고비용 및 열악한 채굴조건의 매장지 개발사업을 크게 축소시켜왔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방의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들은 러시아 내 기존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신규 투자결정도 

중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도래하면서 미국 및 유럽국가 정부들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상류부문 

투자 증대 및 증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국영석유기업과 석유메이저들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투자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유가로 얻은 사내유보금을 석유가스 신규 상류부문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9 즉, 

탄소중립 및 높은 원자재 가격·고임금 상황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의 투자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생산량과 신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사업(예: 셰일가스 증산, LNG수출 등)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파이프라인 수출에 

기반하며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개발비용을 수반하는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향후 탈탄소 시대에 도래로 인해, 미래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다각화, 기존 자산의 좌초자산화 회피 및 매각을 통한 

현금자산 확보, 생산비용 절감, LNG사업 집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10   

주요 석유가스기업의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 준비

2011~2022년 기간 세계 연료공급부문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9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제22-17호 
10    Ibid

저탄소 연료 석탄 천연가스 석유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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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유럽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들은 

석유·가스 자원 이외의 잠재적 가치사슬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전력서비스, 바이오에너지, 저탄소 수소, CCUS 및 기타 CO2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적 접근방식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어, 북미의 석유가스 기업들은 유럽의 

석유가스 기업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로 그들 예산의 일부를 대체에너지기술에 투자하였고, 기존의 석유가스사업의 

강점과 연결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CCUS, 그리고 저탄소 수소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다.11

IEA가 선별한 석유가스 기업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약 1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금액이었다. 다만 이 정도 투자 규모는 석유가스기업이 전체 상류부문투자에 

지출하는 금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5%가 넘을 전망이다. 

2015~2022년 기간 글로벌 석유가스기업의 청정에너지기술 투자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11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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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석유가스기업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이들의 전체 청정에너지기술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에너지 수요시장,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야(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에 집중을 한 결과로 인식된다. 또한 IEA의 분석대상이 된 석유가스기업의 2021년 

전체 M&A중 청정에너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약 10%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M&A를 통해서 석유가스기업들이 전력공급, EV충전소, 태양광 및 풍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거래도 이미 체결되고 있다. 

석유가스기업의 청정에너지기술 M&A 추세

출처: IEA(2022),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전력공급 기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청정에너지기술투자가 전체 M&A에서 차지한 비율

단위: 10억 달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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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E시나리오 상 지역/국가별 원자력 발전용량 전망

출처: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2022년 2월 발생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고자 하는 일부 국가들에게서 

원자력 발전에 비중확대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논리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22년 7월 유럽의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20년 6월 녹색분류체계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1년 2월 분류체계 초안이 확정되었을 때는 비록 상기의 에너지가 완전하게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해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달리긴 하였다.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202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 2050

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원전은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12  

그리고 IEA도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부문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력분야 탈탄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13 2021년 IEA가 발표한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 by 2050 Scenario, 

NZE)에서는 2022년 기준 약 413GW인 원자력 발전의 용량을 2050년까지 812GW로 제시하였다.14 이는 

신규원전 건설이 기존 원전 가동중단에 비하여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전력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점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이들 지역에서 원전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NZE 시나리오에서 향후 30년간 신흥개발도상국의 

2020년 기준 원전발전용량 120GW가 2050년에는 약 90%가 성장한 480GW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이 유럽연합과 미국지역을 넘어서 단일 지역으로는 2050년 전체 원자력 발전용량 3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할을 재조명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

12    조선비즈(2022.07.06), ‘유럽의회,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키로’ 
13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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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E시나리오 상 지역/국가별 연간 평균 원자력발전 분야 투자전망

출처: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또한 원자력발전 투자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IEA는 2026~2035년 사이에 연간 평균 1,000억 달러가 투자 

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10년대의 연간 평균 투자액인 3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투자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원전발전 용량에서 선진국이 차지 

하는 비율 대비 선진국의 원전 투자증가는 원전건설에 필요한 높은 건설비용과 기존원전의 가동연장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이 가진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업운영, 건설, 기술, 정치 및 규제, 그리고 시장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원전건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었으며, 

실제로 가동하기까지의 평균 7년이 걸려 건설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에 더하여 건설허가, 부지선정 등의 과정은 

총 건설사업기간을 수년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도 초기에 예상되었던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원전건설사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간을 단축시키고, 건설비용을 줄이는 접근방식 측면에서 소형 모듈 원자료(SMR)로 

알려진 차세대 원자로가 원자력발전의 새로운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며 공장제작, 현장조립이 가능한 소형 원전이다. 규모가 작다는 특성 덕분에 전력망과 무관한 

분산형 전원,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15 물론 여전히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언제 

대규모로 상업화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MR은 미국, 캐나다, 영국, 

15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C테크 레이스,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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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지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미 프로토타입(고온가스로, 부유식 원자로)

의 상업 운전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및 원자력 관련 조항 포함) 제정 및 정부의 

적극적인 SMR 투자(美 에너지부 차세대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4세대 원전의 프로토타입인 HTR-PM(고온로) 2기가 전력망에 연결되었으며(’21), 3개 이상의 성(省)

에서 추가 HTR-PM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35MWe급의 부유형 원자력 발전소(Akademik 

Lomonsov)가 상업 가동을 실시하였으며(’20),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육상 SMR의 건설이 승인된 바가 있다.16 

다만 아직까지 SMR 기술은 낮은 기술의 성숙도로 인해 건설 지연(중국 HTR-PM: 9년, 러시아 부유식 SMR: 

12년)과 비용 초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SMR의 

비용은 MWh당 $45~$110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체 설비(재생에너지 등)에 비해 높은 비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SMR관련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개발경험을 고려할 때 IEA에서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SMR이 점차 신규 원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하였다.17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관련 투자 동향을 살펴 

보았다. 에너지 분야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부분이 크게 감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존 사업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부정적인 비용으로 인식될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이를 먼저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실펴본 것처럼 청정에너지분야의 투자액 성장률이 2020년 이후로 12%를 넘어서며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석유화학 주요기업들도 미래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 

기존 자산의 좌초자산화 회피 및 매각을 통한 현금자산 확보, 생산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치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외면을 받았던 

원자력 발전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에 필요시 되는 자원으로 역할을 재평가 받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경쟁을 시작 

하였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자본이 관련분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비단 기존의 에너지분야 

기업들에게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장기회로 바라보고 비에너지분야의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하고 있다. 한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투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청정기술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있다.18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2021년 약 322억 달러를 조달하였는데, 이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2016년 이후로 약 5배나 증가한 

수치다.19

시사점

1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2022.08.19)
17    IEA(2022),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18    매일경제신문사, C테크 레이스, p72
19    Dealroom.co, Climate tech investment trends – five years on since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November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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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기후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커다란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기후기술 VC 투자금액

출처: Dealroom.co, Climate tech investment trends – five years on since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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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기후위기가 만드는 시장

Part 3

1. 건설산업 탄소배출 현황  

2. 국내외 건설산업 탄소배출 저감 기술 지원정책 동향 

 

3. 건설산업 탄소배출 저감 주요 기술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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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 

은 35%,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8%를,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10% 비중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1  

IEA와 UNEP는 특히 건설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된 요인을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운영'을 지목하고, 

기존 건설방식에서 디지털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건축및건설연맹(Global ABC)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었는데, 건설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2%를 차지할 뿐 아니라 

건물의 운영단계에서도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 유발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을 확인했다. 

포괄적 의미의 건설산업(건설자재 생산 포함)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 중 건물/건축 건설산업에서 6%, 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에서 6%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2 준공된 건물의 운영단계에서도 상당한 양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데, 주거용 건물 운영에 소비된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2%나 되고, 비주거용 건물 운영에 

소비된 에너지가 8%를 차지했다.

탄소배출 비중 38% 차지하는 건설 부문

주요 부문별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비중

1    IEA,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19, 2019
2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ABC) Report 2021, 2021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교통 26% 교통 23%

건물 건축
건설산업 6%

건물 건축
건설산업 10%

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 10%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 6%

비거주용 건물
8%

비거주용 건물
10%

기타 6%

주: 세계 건축 및 건설연맹(Global ABC)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를기초로 분석한 결과이며, 최종 소비자(end user)관점의 분리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에너지(전기, 열 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중임. 건설산업에는 건설자재 제조업이 포함됨.
자료: UNEP, Global ABC, "2021 Global S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기타 6%

주거용 건물
22%

주거용 건물
22%

산업 26%

기타 산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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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탄소배출과 관련된 세부적 수치를 살펴보면, 포괄적 의미의 건설산업(건설자재 생산 포함)에서 배출 

된 이산화탄소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건물(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 건축 산업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0% 비중을 가지며, 건물 건축 외 건설산업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 역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 운영단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전체 이산화탄소의 27%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거용 건물 운영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7%, 비주거용 건물 운영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Ibid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Scope
1&2

6. 출장

1. 구매된 상품 
및 서비스

7. 근로자

통근

2. 자본재

8.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9. 판매된 제품의

사용

4.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10. 판매된 제품의

폐기

5. 운전으로 
인한폐기물

30%

0%

25%

9%

24%

0%

17%

24%

4%

0%

44%

0%

11%

0%

23%

3%

25%

0%

31%

8%

42%

0%

33%

5%

47%

1%

10%

0%

63%

0%

51%

2%

0%

0%

0%

1%

2%

1%

1%

0%

1%

6%

0%

0%

1%

9%

4%

0%

0%

25%

1%

24%

1%

9%

12%

4%

4%

33%

1%

39%

6%

4%

1%

0%

0%

0%

1%

0%

0%

19%

2%

1%

0%

4%

0%

0%

0%

2%

3%

0%

20%

1%

1%

2%

0%

5%

4%

13%

전기

전기

기술

기술

석유화학

석유화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개인 및 가정용 제품 및 서비스

개인 및 가정용 제품 및 서비스

건설&자재

건설&자재

식음료

식음료

헬스케어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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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딜로이트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딜로이트 보고서 

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Scope1(직접), Scope2(간접)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며, 이러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 부문의 

Scope2 배출 비중이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물 운영단계에서 사용되는 전기나 냉난방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4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건물의 탄소배출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내재탄소'는 건축 

원자재의 생산, 운송과 건축 시공,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하며, '운영탄소'란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일컫는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 부문의 경우 내재탄소의 개념을 포함하는 판매된 제품의 

사용'(use of sold produc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5.  

4    Deloitte(2022), Greenhouse Gas Report Carbon Reduction Plan, Commitment to Achieving Net Zero
5    Deloitte Analyses(2021), Greenhouse Gas Emission by Sectors

건설산업 내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건설 & 자재 부문 (배출 현황)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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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

10%

0% 0% 0% 0% 0% 0%

39%

5%
1%

0%

10%

20%

30%

40%

50%

60%

Scope 2

1. 구
매

된
 상

품
 및

 서
비

스

2. 자
본

재

3. 연
료

 및
 에

너
지

 관
련

 활
동

4.  스
트

림
 운

송
 및

 유
통

5. 운
전

으
로

 인
한

 폐
기

물

6. 출
장

7. 근
로

자
 통

근

8. 다
운

스
트

림
 운

송
 및

 유
통

9. 판
매

된
 제

품
의

 사
용

10. 판
매

된
 제

품
의

 폐
기

주요 온실가스 종류

Scope 1(직접)
Scope 2(간접)
Scope 3(기타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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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게 되면서, 국내 

에서도 건설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산업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건설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폐기물 부문이 포함됐으며,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밸류체인 상 건설자재 제조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공단계에서는 오히려 탄소배출이 낮아 건설자재를 비롯한 준공 이후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제로에너지 

빌딩'(zero-energy building, ZEB)과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적용 사례가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며,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건물의 탄소배출 저감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저탄소 건물 확산'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3년부터 모든 

신축 민간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지을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목표인 2024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대규모 신축건물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노후건물 100만 호를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물에 대한 단열성능 강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물의 탄소배출 저감 

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7년 '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는 2021년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가지 수립하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스템 구축, 녹색건축 교육 등 녹색건축을 위한 정책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6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 

으로 '개별 건설기업 단위의 탄소 배출 감축', '건설상품 총생애주기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 '탄소중립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 대응'의 세 가지 분야에 총 6대 전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 

을 제공한 바 있다.7 특히 건물과 관련된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냉난방, 조명, 단열재,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 

다수의 항목이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건설산업연구원(202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건설산업의 도전과 과제

7    건설산업연구원(2021),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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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 후보

전략 과제 후보(안)

건물 에너지 효율화

건물 에너지 절약

건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수송수단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송 에너지 절감

현장시설 에너지 
효율화/절약

공사용 에너지 
효율화/절약

건설 폐기물 감축

냉난방설비 에너지효율 개선, LED 조명 설치, 단열재 보수, 에너지이용 
최적제어 통합관리시스템(BEMS)활용, 건물 전체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사옥 건축/이전

실내 조명 및 외부 조명(간판 등) 운영시간 단축, 냉난방 온도준수 및 
운영시간 단축, 전 직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사옥 등 보유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지분 및 
시공 참여) 후 전력구매계약 체결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비중 및 이용 확대

공유차 및 카풀제도 운영,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수송수단 활용 쿠폰제 등 
에너지절감운동 전개

냉난방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온도준수 등), 태양광판넬 설치, 
저에너지 현장사무소 사전 제작 및 재사용(태양광판넬, 단열재 보강 등이 된 
이동식 사무실 제작 및 다수 현장 재사용)

PC 공법, 모듈러 등 OSC 공법 적용, 기타 저에너지 시공법 개발/적용

건설 폐기물 분리 배출(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분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도

건물 및 
수송수단의 

에너지 절감 및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건설현장의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감축

건설 부문의 생애주기는 건설 자재가 제조 되는 시점으로부터 건물이 해체, 

처분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와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생애주기별 모든 단계 

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 부문의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 자재생산 

과정과 준공 이후 건설 운영단계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밸류체인 상 건설자재 제조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공단계에서는 오히려 탄소배출이 낮아 생애주기 초기 단계부터 

자재 등의 수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총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설 산업은 건설 

자재 생산 과정까지 포함한 전체 밸류체인과 건물 운영 부문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 이산화탄소의 47%를 배출해 관련된 기술 개발과 적용 

사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은 건축물, 설비,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원자재 가공과 건축물 유지 및 관리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시멘트 생산이나 금속과 같은 건축자재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7%를 차지한다. 상업 및 주거 건물 관리 시 온실가스 발생의 

건설산업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과 대응 
전략

출처: 딜로이트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Emission by Sectors)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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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은 난방과 온수이며, 그 외에도 단열 불량에 따른 열 손실 및 조명, 

냉방, 가전제품 사용을 위한 에너지 사용으로 나뉠 수 있다. 이처럼 건설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당량의 탄소배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관련 기술과 디지털화 수준이 얼마만큼 

적용되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이 생태학적 수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물 모두에 걸쳐 복합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건설산업의 단계별 탈탄소화의 범위를 

분석 후 단계별 배출 저감 잠재력과 순현재가치(NPV)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1톤당 저감비용(유로 기준)을 산출한 바 있다. 평과 결과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및 관리 시 이산화탄소 1톤의 가장 효율적인 감축 옵션으로는 평균  

5유로의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권역 내 에너지 소비 

의 70%는 난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 

의 유지 및 관리 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요 원인은 난방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단열 

및 난방 제어시스템), 난방을 위한 에너지 자원(열펌프와 가스보일러 구동 

시 재생에너지 사용 등)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2050년까지 난방시스템의 전환 관련 목표는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40%를 열펌프(heat pump)로, 또 15%를 바이오가스 또는 수소 

보일러로 각각 교체하며, 추가로 10%의 태양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다.8

세부적으로 '건물'과 '인프라'를 구분해 총생애주기의 탄소배출을 비교 

해보면, 건물의 탄소 배출이 인프라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영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며 자재생산 단계 

에서도 탄소배출이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인프라 시설과 달리 건축물의 경우 생애주기별 탄소배출 비중이 운영 

단계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 운영 탄소 저감 역량 

이 핵심 경쟁우위 요소가 될 전망이다.9 건물의 경우에는 운영단계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총생애주기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

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건물의 단열성능 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확대하고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8    IEA,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Report, 2018

9    Ibid

건설 산업이 생태학적 
수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신축 건물 모두에 걸쳐 
복합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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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품 총생애주기 단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 후보

전략 과제 후보(안)

• 저탄소 자재생산 업체 및 탄소감축 기술 보유 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자재구매 비중 확대(슬래그 시멘트, 저탄소 콘크리트 등)  

• 고탄소 건설자재의 대체 자재/공법 지속 발굴

• 협력업체와 탄소감축 자재 개발을 위한 협업 및 기술개발 지원

• 탄소감축 기술 보유 기관/벤처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 건설자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DB 구축

• 탄소발자국 DB 활용 건설상품 및 생애주기 단계별(운영단계, 철거단계 등)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탄소저감 건설 상품별(저에너지빌딩 등)의 투입 자재 DB 구축 및 관련 생산업체 
네트워크 확보

• 탄소저감 건설상품의 핵심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사내 보유 혹은 자회사 확보

• 협력업체와 탄소저감 건설상품 투입 자재 공동 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

• 탄소저감 건설상품 핵심 자재의 대체 자재 및 생산업체 지속 발굴

• 탄소저감 건설상품 핵심 자재 기술보유 기관/벤처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탄소배출량 감축 자재 
구매비중 확대

탄소배출 저감 
건설상품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

출처: 건설산업연구원(2021)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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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건설산업 부문 탄소저감기술 개발 지원정책 동향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Renew- 

ables21」에서 발간한 '2020년 지구상황 보고서' 

(Global Status Report 2020)에 따르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증가와 함께 건물 면적이 2050년 

까지 두 배로 늘어나고,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 또한 

50%까지 두 배 확대되는 등 관련 에너지 수요는 지속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10 본 섹션에서는 친환 

경 및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영국, 일본, 미국의 해당 부분 탄소중립 정책을 

간단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IEA는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절반이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출시된 제품, 

혹은 실증단계의 기술에 2060년까지 전체 기술 투자 

액의 절반이 쓰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EA는 

이미 2008년 발표한 '25가지 에너지효율화정책 권고 

안(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 

ons)'에서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건축 

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로에너지빌딩', '기존건물 

에너지효율향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물 

구성요소의 성능향상' 부문에 대한 집중을 권고한 바 

있다.11 실제로 관련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성, 공기 단축,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건설로의 도약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건설산업 기술력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2013년 

영국정부 정책 보고서 'Construction 2025'에서는 

스마트건설을 토대로 한 친환경 건설의 방향성이 제시 

됐다. 특히 건설 부문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 

이 이어지고 있는데, 2015년 제시한 전략 보고서 

'Digital Built Britain Agenda'에서는 영국 정부 주도 

하에 스마트건설과 디지털 설계 기술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녹색건설위원회(Green 

Construction Board)'에서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시장과 기술 기반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영국은 인프라 건설 부문 중에서도 도로 건설 

과 관련된 탄소중립 대책을 주요하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고속도로청은 2020년 8월에 2020-2025년 도로 

투자 전략인 'RIS2(Road Investment Strategy)'를 

통해 고속도로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중 탄소중립 대책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그 다음 해인 

2021년 8월 'Digital Roads'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Digital Roads'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1) 디지털 설계 및 시공, 

2) 디지털 운영(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 3)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화다.12 동 전략에서는 친환경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도로 설계 라이브러리, 

디지털 설계 및 모듈식 건설기술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건설관리 효율화를 위해 설계 

및 공법, 기술 등 디지털화를 통해 공정 주기를 최대 

5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듈화 및 표준화된 

설계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OSC(Off-Site Con- 

해외

10    Renewables21, Global Carbon Emission Status Report 2020, 2021
11    IEA, 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2018
12    UK Parliament, Construction 2025 for Digital Built Britain Agend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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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ion) 제작을 극대화 시켜 공기단축, 폐기물 감소,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친환경 건설 공법 

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 

산업의 핵심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 

에 대한 조사 및 측량,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 등 

모든 건설 프로세스에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를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건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 

단계에서의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친환경 운영 기법이 

가장 발전돼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Construc- 

tion 21' 이니셔티브를 통해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축 생애주기 전체 

에 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적 산업이라 

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지난 2016년 건설산업 내 7대 핵심기술 분야 

(자동화장비 및 로봇, 빌딩정보모델링(BIM), 가상설계 

기술 등)를 지정하고 친환경 건설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BIM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도시모델인 'Virtual Singapore'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시스템 내에 

서 상호 연계하는 BIM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친환경적인 

건물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틀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민간 건물의  

'넷제로'를 법제화하고 2035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건물 

과 주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연구에 예산 

을 대규모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달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건물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30년까지 상업용 건물 배출가스 넷제로 달성, 

2035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절반 감축, 

에너지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 개 건설, 기존 빌딩과 

주거시설 600만 개 그린리모델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 시의 'One City: Built to Last(하나의 도시: 

지속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는 10년에 걸친 장기 사업 

으로 뉴욕 시에 맞춤화 된 '친환경건축법'을 자체적으 

로 제정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목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녹색금융 제도 

장치 등의 근거가 되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 

ization Act)13을 제정한 바 있다.

13    UK Parliament, Construction 2025 for Digital Built Britain Agenda, 2019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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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EA, Energy Technology RD&D Statistics, 2021
15    건설산업연구원(2020),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탄소 저감 스마트 건설소재 및 활용 개발 기획 연구

2021년 IEA의 에너지 기술(Energy Technology) 

연구개발 및 실증(RD&D) 통계에 따르면 핵심 국가 

비교군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RD&D 투자 비중

(2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특히 한국이 

에너지저장 부문에 대한 RD&D 투자 비중 또한 높은 

수준(18.6%)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5.9%로 비교군 중에서 높은 편에 속했으며, 최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수소경제 R&D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마련하면서, 건설 부문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 부문에 속하는 건설업에서 배출 

되는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 전체 내 비중을 약 12% 

로 추정하고 있다.15 동 로드맵의 건물 부문 탄소감축 

목표를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 감축, 

2050년까지 88.1%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축 및 개축 건물의 성능을 측정, 

기록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지원하는 건물 

성능정보 통합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여 파편화 

된 건물의 기본정보는 물론 에너지 성능, 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정책 추진에도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1년 6월 발표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건물에 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 

작으로 2030년까지 대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 3등 

급을 적용하고 2050년까지는 전 건물 1등급을 적용 

하기로 했다. 민간건물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가속 

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건설 

시장은 2025년까지 약 6.2조 원 규모16로 성장이 예상 

되며,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 대한 성능향상 및 천연 

자원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한 친환경 

건설재료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건설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탄소 저감 건설재료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 부산물을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시멘트 산업이 탄소 발생 주요원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탄소저감을 위한 무시멘트 활용 콘크리트 

제조 연구가 착수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이산화 

탄소 저장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를 주관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필수사업으로는 창호교체, 

단열보강, 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물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에 이르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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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EU 독일 영국 일본 중국프랑스

IEA Energy Technology RD&D 국가별 현황

출처: IEA Energy Technology RD&D D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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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구성기술 및 목표

출처: 건설산업연구원(2020)

중점분야 주요 구성기술(안) 최종목표(안)

• 탄소중립 건설재료 고도화(2030 상용화) 
예) 고성능 고감도 콘크리트 개발, 저탄소 아스콘 
개발, 건설용 섬유복합체 개발(친환경 철근대체제, 
직물 복합체 등)

• 미래혁신 탄소중립 건설재료(2050 상용화) 
예) CO2 저장/흡수 콘크리트 개발

• 건설재료 분야 저탄소 기술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탈탄소 산업 촉진

탄소중립
건설재료

• CCU 콘크리트 생산·시공 기술 

예) CCU 콘크리트 적용 2차제품 생산(양생)· 

시공 기술 개발

• 저탄소 시공기술 

예)저탄소 급속시공 공법 개발, 최적 공정관리 

기술개발

• 탄소중립 유지관리 기술 

예)저탄소 보수 보강·교체 기술 개발

• 친환경 해체 기술 

예)친환경·급속 해체 설계·공법·장비 기술개발

• 건설 폐기물 재활용 기술 

예)건설 폐기물 저비용 고품질 선별·처리 

(CO2 활용 포함) 기술 개발

• 탄소중립 전주기 설계 기술 
예)전주기 탄소저감 기술반영 설계기준/시방서 등 
제·개정, 탄소중립형 설계 기법 개발

• 탄소중립 제도 
예)건설 전주기 탄소배출 평가기술 개발, 안 
검증체계 마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저탄소 시공·유지관리 기술 

및 CCU 기술 상용화를 통한 

건설과정 탄소배출 저감 및 

소비확대

• 친환경 건설 구조물 해체 및 

폐기물 선별·처리를 통한 

건설산업의 순환경제 강화

• 설계기준 제·개정 및 탄소배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형 건설기술 활성화

탄소중립
시공·유지관리

탄소중립
해체·재활용

탄소중립
설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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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탄소배출 저감 주요 기술 정책 동향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해결책으로 주목받은 제로에너지빌딩 

은 국가별로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기본 개념은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건물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17. 

제로에너지빌딩은 특히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액티브(Active) 기술로 구 

분되며, 이 두 기술을 융합시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로 

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패시브 기술 종류로는 

1) 자연환기 최적화 기술, 2) 고성능 창호, 3) 고기밀 기술, 4) 외부 단열, 5) 

외부 차양, 6) 건물 녹화 등으로 구성된다. 액티브 기술의 경우 1) 고효율 

히트펌프(보일러), 2) 폐열회수환기장치, 3) 태양광/연료전지 발전 기술, 

4) 태양열/지열 활용 냉난방장치, 5)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6) 

고효율 LED 조명을 들 수 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방법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0)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에너지관리
효율향상

• BEMS 9개 항목 적용
•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6개 항목 

적용(추가 권장 3개)

에너지자립률
극대화

• 태양광(PV, BLVP) 용량 최대화
• 태양열/지열 시설 확충
• 연료전지 용량 최적화

에너지자립률
최대화

• 열원설비 최적화 및 효율향상
• 반송동력 및 배관손실 최소화
• 에너지절약 공조방식 적용
• 전열교환기 효율 최적화

에너지요구량
최소화

• 외피 단열성능 강화
• 창면적비 최적화
• 차양 및 유리 상승 최적화

BEMS

Renewalble
Energy

Pre-Passive 및 
Passive Design

Active Design

제로에너지빌딩은 특히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Passive) 기술과 태양광/
태양열/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액티브

(Active) 기술로 구분

"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22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선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ICT, 첨단 건축 기술 등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5억 달러 시장규모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18 국내 시장은 2014년 4,010억 원에서 연평균 약 40%씩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6조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전환 가속화 시나리오(IEA FTS) 자료에 

따르면 건물 외장재 및 설비 융복합기술을 통해서 2050년까지 75% 

이상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현시점에서 패시브 기능 설계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기술적인 부문에서 

의 넷제로 건물 설계와 준공은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제로에너지빌딩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EU 

는 건축물 부문에 한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 

지 소비를 각각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88~9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 이를 

위해 EU는 2002년 1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종합 로드맵인 건물에너지 

성능지침(EPBD)를 공포했고, 2010년 개정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시행을 규정했다. 특히 EPBD 2010에서는 2018년 말 

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되도록 규정 

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빌딩의 정의와 범위는 EU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각국의 경제적, 기술적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EU의 EPBD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2018년 최소에너지효율 

표준을 도입했다. 동 표준 하에서 영국 내 모든 임대부동산은 F등급 

또는 G등급의 에너지성능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의 등급을 얻을 경우에는 최소에너지효율표준(Minimum Energy 

Efficient Standards, MEE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을 높이기 위한 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2년에 발효된 에너지절약 법령(Energieeinspar- 

verodnung, EnEV)에서 독일 내 주거 건물과 비주거 건물 모두에 대해 

최소 에너지 요구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해당 건물과 기존의 표준 

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1), 글로벌 제로에너지빌딩 시장 동향

19    EU Commission Report, Toward nearly zero-energy buildings: Definition of Common Principles under the EPBD, 2013

제로에너지빌딩은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5억 달러 
국내 시장은  6조 1,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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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표준빌딩 대비 신축 건물은 40% 이상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열법(EEWarmeG, Renewable Energy 

Heat Act)를 통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 급탕 등의 에너지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신재생에너지가 이용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 건물의 태양열과 지열에 대한 최소 이용비율은 각각 15%, 50%

이고,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100%가 최소비율인 것이 특징이다.21 또한 

공공 건축물에 한해서는 보일러 또는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건물 외피의 

20% 이상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빌딩 선도기업인 지멘스는 지난 2012년 영국 런던에 총면적  

1만 4,700㎡ 규모의 공공 전시시설 및 컨퍼런스 센터 빌딩인 'The 

Crystal'을 준공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건물 대비 탄소 배출량을 70% 

절감하며 모범 사례로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이 건물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사용전력의 20%를 생산하고 지열 자원을 활용하며, 제어 시스템이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22

20    German Concerted Acti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EPBD, 2013
21    Ibid
22    KDB미래전략연구소(2021), 스마트빌딩의 제로에너지 기술

지멘스 The Crystal 빌딩 전경

출처: Building magazine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소비를 40% 이상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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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또한 지난 2010년 7월 EPBD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그리넬  

법령(The Grenelle II Law)를 제정했고, 환경 관련 모든 분야, 특히 에너지 

관리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령은 2020년까지 2011년 

대비 기존 건물의 에너지소비 38%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목표 달성이 이행되었는지는 분석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3년부터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저에너지 

건물 규제를 의무화(Batiments Basse Consommation, BBC)를 적용 

하여 EU의 EPBD 기준보다 더욱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프랑스 정부는 모든 건물에 플러스 에너지 건물(Building with POS- 

itive Energy, BEPOS) 원칙을 목표로 하는 RE2020을 발표했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에서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2030년까지 

는 모든 신축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2040년까지 기존 상업용 

건물의 50%, 2050년까지는 모든 상업용 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EISA 설정 

목표보다 더 빠른 202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넷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23

일본 정부는 제로에너지건물을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신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0

년까지 신축 공공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설하고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평균이 제로에너지건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4 

이를 위해 3년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법을 정기적으로 강화하며 2014

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는 등 기준 강화에 힘쓰고 있다.25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위해 2019년 6월 

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의무화 추진을 목표 

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했다.26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설계 의무화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2025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2030년에는 연 

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가 적용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24    한국에너지공단(2020), 국내외 에너지 수요관리 이슈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연구

26    국토교통부(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EU는 2002년 1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종합 로드맵인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를 공포했고, 2010년 
개정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시행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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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인증 기준

된다. 건축기법으로는 외피의 단열성능 향상, 자연채광 증가, 자연환기 

등이 핵심적 요소로 손 꼽힌다. 설비기법에서는 고효율 보일러, 폐열환기 

시스템, 중수시스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로 

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와 취득세 감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인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건설업체는 패시브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배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건축물 

관리업체는 액티브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등급 에너지 자립률 비고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기본요건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의무 설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공건축물 에너지 기준강화 정책 개요

구분 정책 개요 관련 규정

• 패시브 수준으로 신축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17년)

• 신축·증축·재축하는 1천 ㎡ 이상 공공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공급
('20년)

• 신축 공공건축물은 실내 조명설비를 LED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실내 조명설비도 LED로 교체('20년)

• 에너지기자재 수요 발생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旣 시행)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제11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제11조

패시브 
의무화

신재생 
의무화

LED 
의무화

고효율 
의무화

출처: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정책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Zero Energy Building 2020 인증 안내서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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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 그림 예시

출처: Chapman Taylo

건설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은 그 동안 완공 후 사용단계 

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 생애주기 탄소배출량의 

약 10~30% 정도가 시공단계에 배출된다는 측면에서 시공단계의 탄소 

발생량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건설현장 시공단계에서의 탄소배출은 주로 건축물 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 건축자재와 장비에 의하며, 이러한 건축자재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장소인 건설현장은 건설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대상으로 손 꼽힌다.27

전통적으로 건설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승인 및 확정, 

현장 작업의 순으로 시공 과정이 진행된다. 반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에서 핵심 공법으로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듈러 건축 방식의 

경우는 기획에서 확정 단계까지는 기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만, 현장 작업과 모듈 제작 과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개별 구조체에 창호, 외벽, 

배선, 배관 등 전체 건물 구성의 약 70% 이상의 부품을 먼저 조립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설치 및 조립하는 방식의 공법이다.

모듈러 건축
(Modular Construction)

27    조훈희(2016), 건축물 시공단계 탄소배출량 예측기술 개발, 건설공학회,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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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은 제조업의 '프리패브(Pre-fabrication)' 공정 개념에서 비롯 

된 방식을 말하며 크게는 유닛박스(Unit Box), 패널라이징(Panelizing), 

그리고 인필(In-fill) 건축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닛박스의 경우 레고와 같이 

박스형 모듈을 쌓아서 건축하는 방식이고, 패널라이징은 공장에서 미리 만든 

벽체 및 바닥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을 일컬으며, 인필은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쌓아 올린 후 철근 안 쪽에 박스 형태의 유닛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건물의 자재를 선 생산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는 경우 건축 구성재의 

부품화, 조립화를 통한 건식공법으로 건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시공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실무 책임자이자, 딜로이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 전망 저자인 미셸 메이즐스(Michelle Meisels) 

프린서플은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자재 수급, 

자금 조달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모듈러 공법이 확산될 것임을 

강조했다.28 그는 모듈러 공법을 통해 건설 비용을 10%가량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기 대비 약 30%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며,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스마트화,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건설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29

미국 모듈러빌딩협회(MBI)에서는 모듈러 건설을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정주형(Permanent Modular Construction, PMC)'과 '이동형(Reloca- 

table Building, RB)'으로 구분하고 있다. PMC 방식은 고정된 부지와 공간 

에 지속가능한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층 구조를 조립식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의료시설, 호텔, 학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COVID-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비대면화 등이 강조되며 기존 작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리모델링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가능한 

RB 사무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인원의 변동이나 위치, 규모에 따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춰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센터, 

학교, 건설현장 사무실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0 

특히 모듈의 개발, 생산과정의 변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발주처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전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 기술이 함께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 분석 기업인 Dodge Data & Analytics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 중 공장제작의 비율을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BIM 기술 활용을 통해 공기 및 공사 비용 개선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28    Deloitte(2021), The Fu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29    Deloitte(2021), 2022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Outlook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0), Smart Construction Report – 모듈러 건설 시장 및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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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31. 모듈러 공법은 기술개발이 이미 고도화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듈러 건축 부문의 세계시장 규모는 823억 달러로 

분석됐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75%의 성장세를 보이며 1,0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32 모듈러 공법 기술과 관련된 주요 선도국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은 

이미 지난 2010년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가 이미 3조 원을 돌파했고 민간 

부문이 전체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3

2차대전 이후 복구를 위해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모듈러 공법 기술은 

최근 건물 탄소저감 기술과 융합되어 건설 자재 수급과 시공 단계에서의 

환경적 효과성이 입증되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하여 주변 유럽 국가에도 민간 

기술 수출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유닛의 결합방식으로 모듈러 건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병원이나 

호텔, 민간투자 공공시설까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최고 25층 이상의 

건물까지 모듈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영국 내 모듈러 건축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탄소 배출량 저감, 정부의 주택정책 중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 증가, 임대주택 시장 확대,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 영국 기후의 

특성(여름, 겨울철 강우량이 많아 현장 공사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도심지 공사의 용이성 등이 꼽히고 있다.34

독일 또한 모듈러 공법기술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다. 독일의 ALHO

는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모듈러 유닛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세대 주택

(Generation House)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4.5m 폭의 경량철골 조립 

부재를 보조적인 구조부재로 활용하여 가족 수 증가에 따라 유닛 확장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모듈러 시스템은 오피스 빌딩과 은행, 

학교, 호텔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경사지붕과 발코니도 모듈러 유닛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모듈러 건축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에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주택공단(Japan 

Housing Corporation, JHC)을 만들고 초기에 주택공간은 중량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돼 

왔다. JHC는 현재 UR도시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로 명칭 

이 바뀌었다. 일본은 특히 2010년부터 모듈러 건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프리패브(Prefabric) 주택은 전체 

31    Dodge Data & Analytics, Prefabrication and Modular Construction 2020, 2020
32    Markets and Markets, Modular Construction, Market Size, Share & COVID-19 Impact Analyses, 2021
33    김재형, 이종국(2014),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Vol.25, pp.39-47
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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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의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5 특히 지진에 민감한 

일본은 모듈러 건축으로도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듈러 

공법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이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은 15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술 고도화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상황이지만, 모듈러 공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고층 이상 

의 초고층 모듈러 시공기술 개발, 병원 및 상업시설 등 모듈러 건축물 적용 

의 다변화,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 및 유닛의 해외수출, 공장제작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다.36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중이지만, 관련 국내 제작업체 부족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제 현장에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듈러 핵심기술 개발 및 모듈러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특히 모듈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듈러 의무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모듈러 건축과 같은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되는 건물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생애주기 탄소배출 관점에서 보면, 모듈러 공법은 자재생산 

과 수송, 시공 등의 과정에서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 특히 건설 초기 시멘트 수요로부터 기인되는 탄소배출량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시멘트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3,90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5.6%, 국가 전체  

산업 부문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따라서 모듈러 건축 

방식을 활용할 경우 건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장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공사 기일 

을 20%에서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건설현장에 

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폐기물, 운송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에서 비롯되는 

이점도 상당하다. 더 나아가 기 조립된 건축 자재의 80%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어 친환경 공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건축물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기 단축, 공사비용 절감, 인력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물의 생애주기 

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건설 공법 기술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3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모듈러건축연구센터 전략연구

3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1),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37    산업통상자원부,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동참’ 보도자료, 2021

모듈러 공법은

자재생산과 수송, 시공 등의 
과정에서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 특히 건설 
초기 시멘트 수요로부터 
기인되는 탄소배출량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다.

"

건설 기후기술 솔루션: ZEB, 모듈러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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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초래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각종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후 재난을 눈으로 

지켜봤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중국은 약 5,5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홍수를 경험했다. 또한 태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극심한 물부족사태를 겪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10대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최소 1,700억 달러(원화 241조 원 상당)에 이른다.1 이상 기온 현상으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대기, 해양, 빙하를 포함하여 각종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재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67개국 과학자 

270명이 함께 저술하고 IPCC 195개 회원국 대표단이 검토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인 ‘기후변화 2022, 영향 

과 적응 그리고 취약성(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시 여러 경로를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현재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2050년까지 

10%, 2100년까지 30%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 

또한 21세기 말까지 해양의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각각 약 6%, 9%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양 먹이사슬체계도 교란되어 수산자원이 최대 

15.5%가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물은 인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며 동시에 농업, 어업,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도가 1.5℃ 오를 경우 물 부족을 겪는 

전 세계 인구가 3억 5,000만 명, 2℃ 오를 경우 4억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3 전 세계적으로 농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 해양 온난화 등은 식량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따르 

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량의 14%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전에 

손실되어 버려진다고 한다. 식량이 생산, 유통 과정에서 오염되어 인간이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4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1      Christian aid(2021), Counting the cost 2021 A year of climate breakdown
2      IPCC(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3      Ibid.
4      FAO(2022),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food safety

전 세계적으로 
농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 해양 온난화 
등은 식량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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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향후 지속가능 

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 지구의 인구는 2050년에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2년 현재 약 10억 명이 기근에 시달린다. 반면 약 20억 명은 과체중 

혹은 비만이다. 소비자가 먹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섭취되지 않고 버려 

지며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25%는 식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산업으로부터 

파생된다.5 이처럼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식량 생산과 음식 소비는 기후 

변화를 심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화는 결국 식량 생산량과 품질 

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정적 연쇄효과를 막아야하는 시점에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식품을 소비하자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또한 개인의 건강 혹은 지구의 환경을 고려하여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6 채식주의자는 여전히 

낮은 비율에 불과하지만 동물기반 식품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며 

상황에 따라 가끔 육식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은 2020년 전 

세계 소비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7 특히 미국과 유럽의 Z세대의 경우 

약 54%가 동물 기반 식품 소비를 꺼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8 이처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생각과 소비패턴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체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푸드테크’가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      Deloitte(2022), The Future of Food: challenges & opportunities
6      비건뉴스(2020.05.12), 나는 어떤 채식을 할 수 있을까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지구촌 리포트(Food Tech & Future)

8      Green Queen(2022.04.02), 42% Of Global Consumers Are Flexitarians & Driving Mainstream Plant-Based Shift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가뭄, 병충해 등은 이러한 식량의 손실을 더욱 악화시키며 더 나아가 식중독 

등을 비롯하여 식품을 통해 매개, 전파되는 질병을 더욱 확산시킨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는 그 자체로 내재된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간 분쟁 및 전쟁, 이주민과 난민 문제 등 여러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가 지속되면서 선진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식품 소비에 관한 생각과 태도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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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Guardian(2022.07.08), Plant-based meat by far the best climate investment

채식인(vegetarian)의 7가지 유형

베지테리언
vegetarian

비건
vegan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오보 베지테리언
Ovo vegetarian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락토 베지테리언
Lacto vegetarian

유제품은 먹는 경우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Lacto-ovo vegetarian

유제품과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

페스코 베지테리언
Pesc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까지는 먹는 경우

폴로 베지테리언
Pollo-vegetarian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 조류의 고기까지는 먹는 경우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평소에는 비건,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하는 경우

세미 베지테리언     
semi-vegetarian

출처: 비건뉴스

대체식품의 개발과 대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대표적인 상품인 식물성대체육(plant-based meat)의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친환경 시멘트 

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의 11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9 식물 

성 대체육을 비롯해 곤충·해조류·미생물 기반 식품, 배양육 등 다양한 대체식품이 더 많이 개발·생산·유통될수록 

기후변화 방지효과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들의 대체식품 선호도를 높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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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의 종류는 크게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배양육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물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 계란 등 축산식품과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계란, 식물성 유제품 및 음료 등을 꼽을 수 있다. 곤충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식용 곤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으로는 통곤충, 사료·펫푸드, 곤충 분말제품, 단백질바·셰이크 

제품, 곤충쿠키 등이 있다. 해조류 단백질 기반 제품에는 해조류에 함유된 단백질을 추출하여 만든 육류/생선 대체 

식품 등이 있고 각 종 해조류 기반 소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미생물 단백질 기반 제품은 ‘곰팡이 기반 대체육’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실제 소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양육은 살아 있는 동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 실내에서 

생산해내는 식용 고기를 의미하며 배양육의 맛은 근세포, 지방세포, 섬유아세포 등으로 조절 가능하다. 

대체식품의 각 유형별 주요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유형의 대체식품은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이다. 두 번째로 보급이 활성화된 유형인 곤충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은 

외관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혐오감을 유발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해조류 

단백질 기반제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미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배양육 등 새로운 유형의 대체식품이 

등장하고 있고, 경제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다.

대체식품 시장 현황과 성장 가능성

대체식품 5가지 유형별 장단점

구분

온실가스배출

대량생산

가격

기존 육류와의 

유사도

소비자 선호도

측면의 장단점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감소

가능

저렴

낮음

맛과 식감
한계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감소

가능

하락세

낮음

외관 다소
혐오감 유발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매우 감소

가능

저렴

유사

다양한 맛,
식감 개발 가능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매우 감소

가능

다소 고가

유사

다양한 맛,
식감 개발 가능

(동물세포)
배양육

매우 감소

기술 개발 중

고가

매우 유사

맛과 향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식감은 아직 한계

출처: 국내외 언론 기사 취합, Deloitte Insights 재구성

단백질 추출 원료 및 
생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체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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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유형별 시장 규모와 비중,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전체 대체식품 중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9%

로 압도적이다. 뒤를 이어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13.6%),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4.9%), 배양육(1.7%),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0.8%)순으로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조류/미생물 단백질 기반 제품과 배양육의 비중이 

매우 작은 이유는 아직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이후에는 이들 제품군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17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이 

22.7%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배양육은 2021

년~2025년에 연평균 1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1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식물성 대체육보다 배양육의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현재는 기술과 경제성 확보 측면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2040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육류의 약 35%를 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통적 육류(40%) 소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12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식품 소비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9억 달러 

였는데 2025년에는 약 1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연평균 성장률: 9.1%). 이러한 성장 속도는 더 빨라 

져 2025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 19.7%를 보이며 2029년에 약 366억 달러(약 52조원)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10 일부 기관에서는 2040년에 대체육류 비중이 60%를 차지하며 전통적 육류 소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하기도 한다.

대체식품 시장 규모 전망                                                       

출처: Meticulous Research(2022)

단위: 십억달러

10    Meticulous Research(2022), Alternative Protein Market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12    Statista, Composition of the meat and meat alternatives market worldwide 2025 to 2040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8.9

17.8

CAGR:9.1%

CAGR:19.7%

2025년 2029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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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유형별 대체식품 시장규모(2017년~2025년)                                    

유형별 육류 소비 비중 전망(2025~2040)

구분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배양육

2017년

789.1

51.5

48.5

9.8

0.0

2025년

1431.9

247.0

89.4

14.3

31.6

CAGR (%)

8.1

22.7

8.3

5.0

19.5

2025년 기준 비중 (%)

78.9

13.6

4.9

0.8

1.7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배양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1년~2025년 기준

기존 육류 식물성 대체 육류 배양육

출처: Statista

단위: 천만 달러

0%

25%

50%

75%

100%

2040년

40%

25%

35%

2035년

55%

23%

22%

2030년

72%

18%

10%

2025년

90%

10%

전체 898.9 1785.8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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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푸드테크를 도입하는 식품 관련 기업의 비율

친환경 식품 포장 생산 폐기물 감축
지속가능성 있는

원재료 조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식품 생산

출처: Deloitte / 벨기에 농식품 산업 관련 58개 기업 대상 조사

74% 72% 63% 57%

푸드테크는 농업, 어업, 축산업 및 식품 관련 산업에 다양한 종류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시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앞서 소개한 대체식품은 물론이고 스마트 팜, 

서빙 로봇, 음식 배달 어플, 주방효율화, 개인맞춤형 영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푸드테크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푸드테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푸드테크는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푸드테크’로 한정한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푸드테크는 이미 예전부터 발전해왔다.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농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고무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기업들은 환경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생산 방식,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벨기에 식품 관련 기업의 사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상당수의 기업이 친환경적인 원료를 활용해 식품을 포장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가고 

있다. 이에 더해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3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경영 비전 도입이 자사의 기업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다양한 기업 성과 중에 특히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무려 

98%에 달했다. 신규고객 확보(67%), 매출 증대(63%), 브랜드 이미지 제고(59%)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지배적이었다.14 

친환경 푸드테크의 부상과 관련 핵심 기술 

13    Deloitte(2022), The Future of Food: challenges & opportunities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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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이 향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품 관련 기업의 비율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 98%

신규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된다 67%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63%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59%

출처: Deloitte / 벨기에 농식품 산업 관련 58개 기업 대상 조사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푸드테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제반 성과와 영속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 어업, 축산업, 식품산업에 걸쳐 친환경 푸드테크에 

포함되는 기술들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특정 기술 하나가 독자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관련 기술들이 접목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식품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여기서 활용되는 친환경 푸드테크 대표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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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대체식품의 주를 이루지만 15년 후 

이상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할 경우 배양육에 주목해야 한다. 배양육은 

2040년경에 전체 육류 소비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통적 

육류 생산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92%가량 적다고 

알려진다. 또한 배양육은 대기 오염을 최대 93%, 대지 사용을 최대 95%, 

물 사용량을 최대 7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식품이다.15 그러나 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한계점이 많다. 어떤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배양육의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알아야 한다.  

배양육은 동물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를 떼어내고 근육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배양액에 담그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배양액은 주로 소의 

태아에서 추출하는 소태아혈청이 쓰이는데, 이 혈청은 근육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재 소태아혈청의 1리터당 가격은 70만 

원에 달해 생산 원가를 지나치게 높이고 결국 배양육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게 만든다. 배양육이 대량생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태아혈청을 대체할 배양액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에 이어 올해 초 한국 기업도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해 배양육 상품화 전망을 밝게 했다. 이 배양액의 제조 

비용은 소태아혈청 비용의 수백분의 1의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배양액보다 세포를 최대 2.5배 빠르게 성장시킨다. 생산 원가와 생산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세포 배양 과정을 가속화, 효율화 하는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배양육 시장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문제외에도 배양육이 가진 한계점은 고기의 크기, 결 등을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도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양육은 작은 

세포들을 합치고 다지는 과정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생산된다. 반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3D프린터로 세포를 쌓아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기존의 방식보다 정밀도와 균일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맛, 식감, 향 등을 실제 고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 가능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16 무혈청 배양액 개발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배양육 시장 형성 및 확대, 더 나아가 푸드테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Planet Times(2022.01.11), 비건의 식탁에도 고기가 오를 수 있을까, 배양육의 현 위치는?
16    이데일리(2022.05.20), 3D프린터로 만드는 배양육, 환경문제 대안될 것

배양육,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갈 인공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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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은 인간의 먹거리를 바꿈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편 스마트팜(smart farm)은 식량의 생산 및 

가공 방식과 인프라를 효율화, 정교화 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쉽게 이야기해 인간의 지능을 탑재한 혹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이 자동화되어 작동·운영되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스마트팜의 수많은 설비, 장치에 적용되어 

센서기능을 수행한다. 실시간으로 날씨의 변화와 재배식물의 상태를 

기록한 데이터를 수집, 공유, 전달되게 만든다. IoT 센서들은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어 재배식물의 품질과 스마트팜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17  또한 AI기술을 통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상호 연결된 

스마트팜의 각종 설비와 장치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재배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즉 인간의 두뇌 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이 중앙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스마트팜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에 ICT 기술을 도입한 것이 발전초기 단계의 스마트팜이라면 

이제는 ‘밀폐형 스마트팜’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 도입되고 있다. 밀폐형 

스마트팜은 ‘식물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연 태양광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 태양광과 자동 급수 장치를 통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의한 제약조건이 덜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이 식물공장에 로봇 기술이 적용된 각종 장치가 인간의 팔, 

다리, 몸 기능을 수행한다. 로봇기술과 앞서 언급한 IoT, AI 및 기타 ICT 

기술이 접목되어 최첨단 스마트팜이 완성된다. 각종 장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을 스마트팜 건물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부터 공급받도록 설계, 

건축되는 식물공장도 있다. 결국 스마트팜은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임과 

동시에 친환경적 시스템 기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통 농업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물 소비량을 95%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갖춰진 

일부 식물 공장에서는 작물 재배가 1년 365일 이뤄지며 일부 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40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18 동일 

작물을 일반 농지에서 수확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식물공장(밀폐형 스마트팜) 설계 및 운영기술이 발전할수록 도시 농업 

이 다시 활성화될 여지도 크다. 도시농업은 원래 도시 주택의 옥상이나 

공터를 활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방식의 농업을 의미했다.

17    월간조선(2022.10),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18    동아사이언스(2021.05.13), 365일 채소 생산 스마트팜, 식물 공장

19    한국환경정책평가원(2010),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정책방안 

스마트팜,
첨단기술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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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식물공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 한복판의 마천루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식물공장을 활용한 도시 농업을 통해 이른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를 크게 감소시켜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랭(Tim Lang)이 창안한 것으로, 음식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식품 

수송량(t)에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숫자로 산출되며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것은 식품 운반의 긴 이동 거리로 인해 트럭, 선박, 비행기 등의 

탄소배출량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서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공간인 51.15㎢에서 대표 작물 12종류를 재배할 시 

기존의 작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1,663,979kg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19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물이 최종 소비지까지 운송되는 과정 

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 방부제 등이 다량 사용되는데 이러한 농약류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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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소비자가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여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무려 10억 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 제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감에 있어 최우선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최근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앞서 다룬 배양육 등의 대체식품은 인간의 먹거리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스마트팜은 먹거리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푸드 업사이클링은 

식품 제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업사이클링이 재활용(recycling)과 다른 점은 단순히 

쓰고 버린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하여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푸드 업사이클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혹은 식품 원료를 만들어 

내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리하 

베스트’ (RE:harvest)는 상품 기준에 탈락한 못난이 농산물부터 커피 원두 

찌꺼기, 식혜의 엿기름을 짜고 버려지는 보리 부산물, 와인을 생산하고 

남은 포도 껍질 등을 가지고 식품 원료로 쓰이는 ‘리너지(renergey)가루’

를 만든다.20 이 가루는 시리얼, 피자, 과자, 빵류 등에 사용되는 밀가루  

대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다. 리너지 가루를 개발해내기까지 미생물 

통제 기술, 세척·탈수·건조·분쇄 등 식재료 재생산 기술 등 수많은 기술이 

활용됐으며 리너지 가루 1㎏은 탄소 배출량 11㎏, 물 사용량 3.7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가공하여 항공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생겨나 

는 ‘휘발성 지방산’을 활용해 등유(케로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케로신은 항공기나 우주발사체 제트 엔진에 쓰인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뽑아낸 항공 연료는 탄소 절감효과도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항공 연료를 사용할 경우 비행기 가동 시 배출되는 

탄소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될 때 발생하는 탄소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21   

푸드 업사이클링, 
음식물 쓰레기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으로 거듭나다

20    연합뉴스(2022.09.15), 버려지는 식품 찌꺼기 다시 거둔다

21    동아사이언스(2022.07.04) 음식물과 농장 쓰레기가 항공업계 탄소감축 근심 해결할까 
22    퓨처조선(2022.03.05), 美·獨 ‘음식물쓰레기도 자원’ 과감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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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래전부터 환경친화적 정책을 펼쳐온 독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대신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바이오플랜트’ 기술이라 부르는데 음식물 쓰레기 및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처리 기술이 활용된다.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독일 내 바이오가스 시설은 2020년 기준 9,632

개로 연간 전력 생산량 33.23TWh에 달하는데, 이는 한국의 전력 사용량

(507.9TWh)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22 이러한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 

를 매립, 처분하는 대신 바이오연료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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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 및 푸드테크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하고 있다. 신시장인만큼 

여러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 주요 기업 동향

우선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대표기업은 ‘비욘드미트'(Beyond Me- 

at)이다. 비욘드미트는 지구 온난화와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9년에 설립됐다. 비욘드미트는 100% 식물성 단백질성분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사용해 ‘대체육류’를 생산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후 효모와 섬유질 등과 함께 배양해 일반적  

고기의 향과 식감을 구현한다. 생산된 식물성 대체육은 KFC, 서브웨이, 칼스 

주니어, 던킨 도너츠 등의 프랜차이즈와 테스코, 홀푸드, 세이프웨이 등의 

도소매 업체에 납품된다. 비욘드미트는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현재 대체식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미래 

에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양육 분야에서도 유망한 스타 

트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해야할 기업은 ‘알레프팜스'(Aleph Far- 

ms)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장기화하며 언제 어디서든 

모두에게 양질의 영양을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7년에 

설립됐다. 알레프팜스가 소의 세포를 배양시켜 생산하는 인공 소고기는 

스테이크와 같은 복잡한 모양, 질감, 맛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육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도 알레프팜스에 투자했다. 알레프팜스는 시리즈 

B 펀딩을 통해 1억 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중동 최대 벤처 투자 플랫폼 

인 L커터튼(L Catterton)과 아부다비 국부 펀드인 디스럽트AD(Disrupt- 

AD)의 성장형 펀드 등이 주도해 시리즈 B 펀딩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CJ 

제일제당도 참여한 것이다.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타트업 ‘플랜티'(Plenty)를 꼽을 수 

있다. 플렌티는 스마트팜 중에서도 ‘수직농업’을 도입한 기업으로 유명 

하다. 플랜티가 운영중인 수직농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1년 내 

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높게 

설치된 재배 장치를 설치해 넓은 토지 없이도 높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 월마트(Walmart)를 비롯해 아마존(Amazon), 알파벳

(Alphabet), 소프트뱅크(Softbank)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플랜티에 

투자를 집행했다. 2014년에 창업한 이래로 올해까지 누적투자금액이 9.4

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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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업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업사이클드푸드'(Upcycled Foods Inc, 

구 Regrained food)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왔다. 이 기업은 양조장에서 

버려지는 곡물을 열 기계 공정을 거쳐 밀가루로 재탄생시켰다. 바나나 빵, 

브라우니, 당근 케이크, 피자 도우 등 해당 밀가루를 사용하는 베이킹 믹스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맥주박을 건조시킨 후 퀴노아, 흑미 

등으로 만든 시럽을 넣고 섞어 굳히는 방식으로 에너지바를 만들고 동일한 

방식으로 밀가루, 파스타 등의 식품도 판매 중이다.

위에서 소개한 4개 분야에서 미래가 유망한 한국의 기업들도 있다. 

먼저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서 ‘더플랜잇'(ThePlanEat)은 ‘지구를 위해 

식물을 더 먹자’는 사명과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었고 현재로서는 ‘잇츠 

베러'(Eat’s Better)와 ‘씰크'(XILK) 등 2개의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운영 

하고 있다. 배양육 분야의 ‘티센바이오팜’은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살려 

배양육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배양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량생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스마트팜 분야에서 ‘팜 

에이트'(Farm8)는 기존의 실내농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친환경 수직형 식물공장도 도입하여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철역에 수직 실내농장인 ‘메트로팜’

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푸드업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앞서 소개한  

‘리하베스트'(Re: harvest)가 이목을 끌고 있다. 맥주나 식혜 등을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을 수거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제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리너지 가루’는 ‘미스터 피자’, ‘뚜레쥬르’와 같은 곳 

에 원료로 공급된다. 또한 리너지 가루를 활용해 만든 리너지바, 셰이크, 

그래놀라 등의 제품 역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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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망한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급격히 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들도 대체식품을 비롯한 푸드테크 분야에서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식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 신성장 

동력 사업분야로 대체식품, 푸드테크를 선정한 대기업들도 있다. 또한 대기업 

들과 국내외 스타트업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 파트너십도 체결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대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친환경 대체식품/푸드테크 관련 투자, 사업 현황

기업

CJ 제일제당

롯데

농심

풀무원

신세계 푸드

현대그린푸드

SPC 삼립

대상

하이트진로

한화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황

• ‘플랜테이블’ 브랜드 런칭 후 해외시장 공략

•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 개발

• 배양육 기업 ‘알레프팜스’ 투자 집행

• (롯데제과) 국내 최초 대체육 브랜드 ‘제로미트’ 출시

• (롯데푸드, 롯데벤처스)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진행

• (롯데마트, 롯데슈퍼) 스마트팜 브랜드 ‘내일농장’ 런칭 및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 설치

• ‘배지가든’ 브랜드 런칭, 대체육 제조, 비건 냉동식품/소스/양념/치즈 출시

• 비건 레스토랑 ‘포레스트 키친’ 운영

•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식물성 단백질 전담부서 신설

• ‘식물성 지구식단 플랜튜드’ 브랜드 런칭 및 식물성 HMR(가정간편식)제품 출시

•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운영

• ‘배러미트’ 브랜드 런칭, 돼지고기 대체육 출시 및 식물성 런천 캔 출시

• 식물성 정육점 ‘더 베러’ 오픈

• 미국에 자회사 ‘베러푸즈’ 설립

• 비건 식단형 식품 브랜드 ‘베지라이프’ 런칭

• 캐나다 완전 채식 식품기업 ‘데이야’와 국내독점 판매·유통에 관한 계약 체결

• 비건 식빵, 비건 마요네즈, 비건 마시멜로우 등 판매

• 브랜드 ‘저스트’ 런칭 및 푸드테크 기업 ‘잇저스트(Eat Just)’와 파트너쉽 체결

• 식물성 대체 달걀 ‘저스트 에그’ 출시 및 SPC 프랜차이즈 식품 계열사에 공급 확대

• SK㈜와 MOU 체결하여 친환경 식품 사업 공동 투자 추진

• ‘청정원 미트제로’ 브랜드 런칭, 단체급식, 식자재공급처 대상으로 대체육 냉동만두 출시

• 푸드테크 기업 ‘엑셀세라퓨틱스’와 파트너십 체결

• 창업진흥원과 MOU 체결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 공동 발굴, 육성 추진

•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퍼밋’에 투자 결정

• 배양육 등 ‘푸드테크’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사업 기획/추진 중

•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HN노바텍, 지구인컴퍼니 등과 각각 글로벌 마케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 국내언론기사 취합, Deloitte Insights 재구성

한국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대체식품 및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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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시장의 성장과 친환경 푸드테크의 발전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식량안보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식량의 원료가 수확, 가공되고 식품이 생산, 운송되어 소비자의 식탁까지 오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업, 어업, 축산업, 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되고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지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가 단기간 유행했다가 급격하게 발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실시한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7%가 ‘때때로’ 식물기반 육류를 구매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식물기반 육류 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를 가진 소비자 비율은 

전년 대비 9%하락했다. 식물기반 육류를 건강한 이미지로 인식(전년 대비 8% 하락),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전년 대비 5% 하락)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모두 줄어들었다.23 대체육 분야의 리딩 기업인 비욘드미트의 성과가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총 직원 19%에 해당하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이러한 인식 후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식물기반 육류를 비롯한 대체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크게 둔화되고 기존의 장밋빛 성장 전망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  

미국의 상황과 같이 한국 역시 대체식품과 푸드테크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슈와는 별개로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할 다른 과제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문제가 핵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40년경에는 식물성 대체육과 세포배양육이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의 60%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와 대체육 생산 기업 및 관계자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기존 육류 시장의 주체인 축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체육, 배양육 

산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제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기존 축산농가도 

대체육,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대체육, 배양육 생산 기술 및 시스템을 제공, 교육하는 

것이다.25  이를 통해 대기업과 기존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친환경 스마트팜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도 기존 농업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딜로이트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EU 지역의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농업 

종사자들이 친환경 스마트팜에 대해 알고 있으며 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친환경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경제적인 이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스마트팜 도입을 꺼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26 실제로 여러 연구가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에 따라 농업 종사사들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4년간 혹은 그 이상의 투자비 회수 기간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종사자가 느끼는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역시 영세농, 고령층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에 심리적 장벽이 더 높을 수 

있다. 정부와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은 이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농업종사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대체식품과 친환경 푸드테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

23    Deloitte(2022), Future of Fresh Survey 2022
24    Deloitte(2022.10.10), Plant-based meat gets a reality check 
25    세포 배양육의 육류시장 진입 전략(2022),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주선태 교수 세션

26    Deloitte(2022), Transforming food systems with farmers 

기후위기와 대체식품, 푸드테크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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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food-tech)가 떠오르고 있다. 사실 ‘음식’에 ‘기술(테크)’이라든지 ‘혁신’ 등과 같은 키워드가 따라붙는 일은 

아직 낯설다. 음식 관련 산업인 농업이나 축산업 등 1차산업도 이러한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유독 국내에서는 

대왕 카스테라나 벌집 아이스크림, 흑당 버블티, 마라탕 등 ‘색다른 음식’이 빠르게 등장했다가 빠르게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음식 종류에 비해 새로운 ‘식재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이러니한 

특성이 있다. 일례로 이미 오래전부터 번데기가 길거리 음식으로 팔리고 있음에도,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밀웜 

등의 식용 곤충이 실제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오늘날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식탁 위 식재료에 

빠른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푸드 시스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한다.1  그 중에서도 축산업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거에 비해 육류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육량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축산업이 기후 위기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영향에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최대 84배 온실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다. 또 가축을 키우고 먹이려면 초지가 필요한데, 초지 조성을 이유로 

탄소를 흡수하는 대규모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열을 더 많이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블랙카본’(black carbon)2 도 발생한다. 축사의 온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거나 도축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한다. 육식 위주의 식단이 기후 위기에 다각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 실천을 꼽는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인(vegetarian) 식단을 채택하는 경우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2050년까지 식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3% 감소하고, ‘비건’(vegan) 식단을 채택하는 경우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3  우리의 식단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기후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탁위의 혁신, '푸드테크'

1      FAO News(2021.3.9), Food systems account for more than one third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2      “블랙카본(black carbon). 그을음(soot)으로도 알려진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탄소로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로 인해 발생한다.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 대기에 머문다.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서, 그리고 눈이나 얼음에 퇴적되었을 때 강력한 온난화 효 
          과를 유발하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WGI 용어집 중에서

3      Springmann, M. et al., (2016), Analysis and valuation of the health and climate change cobenefits of dietary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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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채식 식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육식이 지구환경, 식량 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돼서’라고 답한 비율이 27.8%에 달했으며 9가지 선택지 중 3

위를 차지했다.4 이는 의외로 ‘동물의 비윤리적인 사육/도살장면을 보고’라고 답한 비율(25.6%)보다 큰 수치이다.5

육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단에서 육류를 줄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대중에게 지금 당장 육류를 대폭 줄이는 비건 식단을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식단의 전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만드는 데 푸드테크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일선에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사례를 바탕으로 태동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현장을 살펴본다. 먼저 '더플랜잇'(The PlantEat)은 ‘비건 식품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부수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순식물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축한 동·식물성 식품의 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래커, 마요네즈, 우유 등에 가장 가까운 식물성 원료를 시뮬레이션으로 선정해, 기존 제품에 가까운 

맛을 내는 순식물성 식품은 물론 단백질도 연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티센바이오팜'(TissenBioFarm)은 또다른 

각도에서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고기와 

같이 마블링과 고깃결이 살아있는 배양육을 연구개발한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 현대인의 전통적인 육식 위주 

식단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엿볼 수 있다. 두 사례를 통해 푸드테크가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한다.

4      Ibid.
5      Ibid.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비건식품

36.7다이어트를 하려고

신체적 건강이 나빠져서

육식이 지구환경, 식량 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돼서

비건 식품/비건 요리를 접하고 나서

동물의 비윤리적인 사육/도살장면을 보고

정신 건강 또는 심리적 문제

식비를 절약 하려고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채식주의 식생활을 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기타

35.3

27.8

26.0

25.6

19.2

16.7

10.0

4.8

5.4

Base: 채식 경험 또는 채식주의자, n=44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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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초록색 바람이 분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순식물성 식품

양재식 대표 l 더플랜잇

권은진 Consultant l Deloitte Insights

Q.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더플랜잇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더플랜잇은 Plant(식물) + Eat(먹다)의 합성어로 플랜잇(혹은 플래닛)이라고 읽으며 ‘지구를 위해 식물을 

더 먹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플랜잇은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와 글로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비전 아래 201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더플랜잇은 지속가능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하고 이를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잇츠베러’(Eat’s Better)와 ‘씰크’(XILK)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잇츠베러는 현대인이 겪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순식물성 식품 브랜드입니다. 씰크는 차세대 대체 우유로, 우유의 맛과 영양, 질감을 

식물성 재료로 구현한 식물성 우유입니다. 

Q. ‘푸드테크’는 신조어입니다. 더플랜잇은 푸드테크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리고 더플랜잇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푸드테크는 무엇인가요?

‘식품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플랜잇은 타 산업의 기술을 식품에 적용하는 융합적인 푸드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더플랜잇은 IT기술을 식품 개발에 적용하여 순식물성 원료를 발굴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플랜잇은 

동식물성 식품을 분자 단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요. 이러한 식품 성분 빅데이터를 통해 

동물성 원재료를 대체할 만한 식물성 원재료를 선별하고, AI 기술로 식품의 원재료를 배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연구원) 중심의 개발에서는 연구원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국한해 원재료를 선택하고 

또한 매번 실제로 만들어보면서 맛을 보고 배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시행착오가 빈번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IT 기술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식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입각한 원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지와 경험을 뛰어넘는 예상밖의 원재료 

선택지도 많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식물성 우유를 개발하는 데 맥주의 원료를 쓴다거나, 식물성 닭가슴살을 

개발하는 데 땅콩이나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이 직접 만들어보지 않아도 컴퓨터가 

먼저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계산해주면, 연구원이 그 산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초기 단계의 고민을 많이 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해야 단백질 기능이 가장 좋은지, 같은 기능일 때 어떤 조합이 가장 저렴한지 

등 최적의 조합을 컴퓨터가 찾아주는 것이죠.

Interviewee

Inter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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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더플랜잇은 주로 자원 개발에 사용하는 기술을 

차용하여 식품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광물의 순도 

를 높이거나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기술을 식품에 적용 

하여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분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 

니다. 보통 식품에서 단백질을 분리할 때는 화학적 

처리나 고온의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화학처리나 물 사용 없이 더 친환경적인 

단백질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Q. 기후위기 문제로 비건 식품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건(vegan)은 원래 ‘동물 해방’이라는 키워드가 핵심 

이었습니다. 종교적, 환경적,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분 

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채식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 

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건이라는 말이  

‘식물성’ 혹은 ‘비동물성’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업을 포함한 농축산업은 화석 

에너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업과 사료 농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교통 수단 

을 포함한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가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가 과거에 비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육류를 소비하고 있는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비건 식품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현재 소비자들은 비건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단 이름에 ‘비건’이 붙으면 ‘맛이 없다’라는 선입견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맛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선입견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건 식품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마다 성분이나 가공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성 원재료가 빠졌다고 해서 모든 비건 

식품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합쳐져, 비건 식품은 대부분 건강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맛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플랜잇은 맛있고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맛’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맛을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중 잇츠베러 브랜드에서는 6가지 맛의 

크래커가 상품화되었고, 지속적으로 맛의 종류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대로 비건 식품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비건 식품은 맛이 없다’, 혹은 ‘채식을 강요한다’ 등의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은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적인 맛, 익숙한 맛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한 ‘잇츠베러 초코 시나몬 크래커’는 타사의 인지도 

있는 크래커와 유사하다는 평을 받으며 비건으로 즐길 

수 있어 좋다는 리뷰가 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강요나 

호소보다는 소비자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당장에 고기를 식물성 고기로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자나 소스, 비빔밥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여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문의 

문턱이 낮은 품목을 식물성 제품으로 개발해 고객이 

좀 더 쉽고 가볍게 비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영양잡곡 '잇츠베러 어스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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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위기 문제가 회자됨에 따라 더플랜잇의 순식물성 

대체식품 매출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나요?

‘비건’의 주요 키워드가 동물권이기는 하지만, 최근 기후 

문제와 미래 먹거리 이슈가 함께 대두되면서 확실히 

관심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후 문제를 이유로 소비자가 먹거리를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변화를 꼽아보자면, 고객의 니즈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유통 업계에서 비건 품목에 대한 

매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자사 

제품의 오프라인 진출이 확대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Q.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식품업체들이 

있습니다(CJ, 대상, 롯데 등). 더플랜잇은 기후위기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귀사도 새로운 시장 기회로 

보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플랜잇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은 동물성 단백 

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플랜잇은 식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 

에 있어 열처리, 화학처리, 과도한 물 사용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향후 5년 이내 푸드테크 시장이 얼마나 성장한다고 

보시나요?  

식품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푸드테크라 정의한다면, 

이 시장은 농업부터 유통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아직 이루어 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한 채로 변수가 많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고, 개개인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시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성장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순식물 대체식품이 기존 육류 시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많이 인용되고 있는 AT커니(AT Kearney)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식품이 기존의 육류 시장을 10년 내에는 

10%, 30년 내에는 30~50%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 

합니다. 저도 이러한 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소비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육류 시장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요네즈에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죠. 

가장 큰 시장 영역은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고 소비자 

의 선택적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유 및 유제품,  

베이커리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유 시장은 이미 

두유나 아몬드유 등이 20% 이상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를 가공해 만드는 유제품의 영역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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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플랜잇(The PlantEat)의 기업명이 ‘지구를 위해 

식물을 섭취하자’(Eat Plants for the Planet)인만큼 

환경 보호, 지속가능성, 기후온난화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순식물성 대체식품이 기후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15%나 됩니다. 특히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65%가 소에서 나오는데, 

반추 동물인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20년 이내 기간에는 80배 이상 높습 

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음식으로 식단 

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적당량으로 줄이 

고 콩과 견과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섭취를 

늘리고, 특히 소고기 같은 반추 동물의 고기를 주1회 

정도만 먹는 채식 위주 식단으로 바꿀 경우 식량 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과학자 

들은 얘기합니다. 더플랜잇은 누구나 식물성 식단을 

맛있고 손쉽게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기후위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동종업계와 이종업계, 그리고 대기업들과 협력 기회 

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한가요? 기대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식품은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농산물 재배부터 

시작해 완제품의 생산과 물류, 유통을 거치는, 가치 사슬 

이 긴 산업 영역입니다. 한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더플랜잇은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혹은 하기 어려운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소재의 개발 등을 맡아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더 

플랜잇의 기술과 소재가 더 큰 유통시장에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 것을 기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Q. 푸드테크는 현재 산업 형성 초기 단계라고 생각 

됩니다. 안정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 금융기관 등이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테크는 처음부터 완벽하기 어렵고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식품은 농업과 연결되면 시간 

이 더욱 오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천재지변이 

일어나 농업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인간적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데까지의 인내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식품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 장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Q. 푸드테크 선진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푸드테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든 산업의 최대 선진국은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한 

미국이지만, 미국을 제외한다면 푸드테크 분야는 이스 

라엘과 네덜란드가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환경 

이지만 뛰어난 인재가 많고, 네덜란드는 농업을 기반 

으로 한 푸드테크에 대해 전통적인 유럽최대 강국 

이었습니다.

한국의 푸드테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 

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과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 

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푸드테크 발전은 결국 다양성, 그리고 

깊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양성의 측면에 

서는 대학과 대기업 주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푸드 

테크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스케일업되기 전 단계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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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식품 

에서의 기술은 많은 부분이 소재에 달려 있습니다. 완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 

도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좀 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푸드테크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푸드테크 산업 

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존재할까요?

COVID-19는 온라인 식품 영역에서 큰 발전을 가져온 

계기였습니다. 이로부터 기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 

나게 되었고 육류세, 탄소세 등의 환경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생활, 식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품은 생활과 밀접하기도 하고 급격한 트렌드 

의 변화와 전통적 문화가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때론 

빠르고 때론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에 작은 정책 변화 

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귀사가 향후 5년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플랜잇은 전 세계에 식물성 단백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소재와 기술을 마요네즈나, 크래커, 쿠키, 식물성 우유 

제품에 담아 보여드리고 있지만, 원료부터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개량한 콩 종자와 식물성 단백질 분리 기술을 

통한 단백질 소재 자체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콩 재배를 진행하고 있고, 단백질 소재 공장을 해외로 

진출시켜 스케일업을 하고자 합니다.

식물성 비건 라떼 'XILK 바리스타 마일드' 비건쿠키 '잇츠베러 티 쿠키'

식물성 비건마요 '잇츠베러 마요'

[인터뷰] 식탁에 초록색 바람이 분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순식물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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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센바이오팜

한원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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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살아 있는 배양육,
온실가스 감축에도 특효

한원일 대표&라연주 이사 l 티센바이오팜

권은진 Consultant l Deloitte Insights

Q.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티센바이오팜은 어떤 회사인가요? 

티센바이오팜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인 배양육을 만드는 바이오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티센바이 

오팜은 포항공대에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재료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용 

인공장기를 만들어 온 기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의료용 인공장기 분야와 배양육 분야가 결국 살아있는 인공 

장기를 만들어 낸다는 기술적인 정체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배양육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분야를 바꾸어 창업을 하였습니다. 티센바이오팜의 시작은 타 업체에 비해 

5년 가까이 늦었지만 배양육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던 ‘고깃결과 마블링이 구현된 덩어리육 대량생산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특성상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티센바이오팜도 조직공학, IT, 기계공학, 유전공학, 재료공학, 세포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너지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배양육 제품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배양육 분야의 선진국은 어디이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배양육의 선구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Maastricht University)의 마크 포스트(Mark Post) 교수 

연구팀이라 할 수 있고, 이 연구팀은 모사 미트(Mosa Meat)라는 글로벌 배양육 선두 업체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잇저스트(Eat Just)라는 미국 

회사는 굿미트(Good Meat)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넘어 세계 최초로 배양육 치킨너겟을 싱가포르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배양육 시작이 다소 늦은 편이고, 투자 유치 규모를 

보았을 때에도 아직까지 배양육 선진국의 경우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의 성숙도나 시설 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양육 업체들이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배양육의 3요소가 세포(cell), 지지체(scaffold), 세포배양액(cell culture medium)인데, 

세포주를 잘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세포배양액을 값싸게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Q. 티센바이오팜의 배양육 수준은 실제 육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제작한 배양육의 형태는 고깃결과 마블링뿐 아니라 근막과 부속지방까지 모사되어 있어 외형 측면에서 

실제 고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기의 맛과 영양이 구현되어 있는 배양육이 되기까지는 아직 연구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티센바이오팜의 기술은 배양육 안의 가축 세포 수를 실제 고기의 세포 수만큼 많이 넣어 

Interviewee

Interviewer

I n t e r v i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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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맛, 영양, 질감도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렵지 않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Q.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대체육 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후 변화는 대체육 시장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대체육은 공장식 축산업으로 

생산되는 기존의 육류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에 나왔습 

니다. 기존 공장식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 파괴, 

동물 복지와 윤리 문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창궐, 항생 

제 남용으로 인해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보건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체육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과 시기를 같이 합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2015년 'Ch- 

anging Climate, Changing Diets: Pathways to 

Meat Consumption' 보고서를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기에 기후 

변화대응 전략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영양학회(中国营养学

会)와 함께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며 비만, 

당뇨 등으로 위험해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 톤 줄이기 위해 육류 섭취를 50% 이상 

줄이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토지 사용 

과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에서 식습관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과 사막화, 토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IPCC 특별보고서가 채식을 권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전 세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 또한 2019년 

을 '비건의 해'(The Year of Vegan)로 명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거니즘과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 

했습니다. 미국의 식물성 고기 제조업체 비욘드 미트

(Beyond Meat)는 2019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그 해 

가장 성공적인 IPO로 평가받는 등 2010년대 중후반부터 

대체육 시장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특히 미래세대인 밀레니얼과 Z세대(MZ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데, 축산업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관성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면서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거나, 대체육을 찾는 MZ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Q. 배양육이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배양육이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생산과정에서 기존 축산업 대비 훨씬 적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연구/분석 결과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물 사용량, 토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이 더 낮습니다. 도축육을 1파운드 생산할 때 같은 

양의 배양육을 생산할 때보다 물을 다섯 배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도축육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배양육에 비하면 

무려 100배에 달합니다. 미래에 배양육이 대중화된다면 

초지 조성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인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 

에 따르면, 배양육 생산 시 도축육을 생산할 때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45% 낮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4%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2). 이렇듯 

배양육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현저히 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산비용이 도축육보다 무려 12배나 

들어 생산 비용 절감이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 당사를 

포함한 많은 배양육 회사들은 환경과 생산비용 모두를 

고려하여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에 필요한 자원 사용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통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됩니다. 기존 축산 

업은 동물의 원산지와 기후 환경에 따라 상품의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합니다. 

배양육의 경우, 동일한 특성의 상품을 공장만 세우면 세계 

어디서든 같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 

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발자국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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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축육과 배양육 생산에 필요한 자원 비교

그림 2. 도축육 vs. 배양육 생산 시 환경적 영향 비교6

1799 gallons

324 gallons

2602 ft

2.62 ft

$1.05

$12

물 사용량 토지 사용량 생산비용

도축육

배양육

*육류 1파운드 생산 시 들어가는 자원

출처: CB Insights, Water Footprint Network, Business Insider, Forbes, Food Climate Research Network(FCRN). Quartz

출처: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Journal

도축육 배양육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사용량

6      Tuomisto, H. & de Mattos, (2011), Environmental Impacts of Cultured Meat Producti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5(14), p.6117-6123

5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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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 사육으로 고기를 생산할 때는 메탄가스 발생이 

문제가 되고, 배양육 생산 시에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구 내 잔류 시간이 

메탄가스는 12년, 이산화탄소는 1,000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소 사육을 통한 

고기 생산이 더 이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비교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사는 배양육이 소 사육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메탄가스가 12년 동안 잔류하며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여 매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아주 

유의미한 문제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향후 5년 가운데 1년은 연간 

평균지구온도가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을 

확률이 50%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과학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메탄가스의 12년 잔류 기간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소 사육은 단순히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숲이 목초지나 

사료 경작지가 되기 위해 불태워집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7~16kg의 곡물사료가 필요하고, 증가하는 

육류 소비에 맞추기 위해 경작지 역시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이산화 

탄소보다 460~1500배나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습니다. 

주요 육류 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축산업 때문에 1조 

평의 숲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린피스 보고서 

'Slaughtering the Amazon'에 따르면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80%가 축산업에 기인합니다. 1헥타르의 

열대우림이 제거될 때, 나무가 흡수해 저장하고 있던 

200톤의 탄소가 대기중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숲 아래 

의 건강한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200톤의 탄소도 함께 

대기중으로 방출됩니다. 비료와 제초제를 쏟아 붓는 사료 

경작지는 보통 3~5년이면 토양이 고갈되기에 새로운 

천연림을 개간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셋째, 배양육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당사를 포함한 

배양육 업체들은 여타 산업과 같이 RE1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렵지 않게 감축될 수 있습니다.

Q. 배양육은 아직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나요? 

대량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언제쯤 대량생산이 실현되고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0월 현재로서는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몇몇 기업은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만 완료된다면 내년, 내후년 

에는 대량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량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인허가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적으로 싱가포르만이 유일하게 배양육 판매를 허가하고 

있고, 그 마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하고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인허가 프레임워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양육 산업에 적용되는 생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어야 많은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대량 

생산 공정을 빠르게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 수요입니다. 식물성 고기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대체육류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의 수용 

도는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모두 다 소진될 정도로 시장 수요가 받쳐줘야 

보다 나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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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양육이 기존의 육류시장(가공육 포함)에 향후 5년 내 어느 정도로 침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증가 외 다른 동인이 있을까요?

당사가 자체적으로 예측 모델을 돌려 분석한 자료는 없으나, AT커니에서 분석한 시장 예측이 많이 인용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육류 시장에서 배양육이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육은 2025년 0%에 가까운 점유율에서 

시작했지만, 2030년에는 전체 육류시장의 10%, 2040년에는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양육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1%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통 육류가 연평균 성장률 -3%로 역성장하고 

비건 육류 대체품 시장 또한 몸집이 불어남에 따라, 2040년에는 전통 육류가 전체 육류 시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증가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시장이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맛, 식감, 영양 측면에서 배양육은 기존 육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거나, 기존 육류가 주지 못하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줄 때 배양육 시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업체들이 기존 도축육보다 영양적으로 

우월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3. 배양육, 2030년까지 전체 육류시장의 10% 차지

출처: United Nations, World Bank, expert interviews; Kearney 분석

*수치는 천억자리로 반올림됨

(단위: 미화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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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블링 살아 있는 배양육, 온실가스 감축에도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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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센바이오팜은 ‘푸드테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나요? 티센바이오팜이 보유한 푸드테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 푸드테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과정에서도 물의 끓는점을 고려하여 수프를 먼저 넣을지 

혹은 나중에 넣을지에 고민하는 경우나, 면발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는 도중에 찬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푸드테크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식품공학, IT, 재료공학,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접목되어 새로운 식품 혹은 식품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푸드테크입니다. 티센바이오팜에서는 

배양육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공학, IT, 기계공학, 

유전공학, 재료공학, 세포생물학 분야의 기술을 매우 

심도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야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좋은 배양육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포를 써도, 

배양육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좋은 배양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체재료나 유전공학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다학제간 융합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티센바이오팜에서는 “고깃결과 마블링이 있는 덩어리 

고기(whole-cut meat) 형태의 배양육을 대량생산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분야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결과 저희가 기대하던 성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Q. 대기업 및 동종/이종업계 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있으신가요? 협력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배양육 동종업계에서 기업 간 협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양육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세포 

관련 기술(세포 배양, 세포 분화, 세포주 개발, 유전공학 

등), 배양액 개발 기술, 스캐폴드 개발 기술, 바이오리액터 

개발 기술, 바이오프로세싱 기술, 바이오패브리케이션 

기술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분에 특화된 기업은 다른 부분을 타 업체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포와 배양액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스캐폴드는 타 업체에서 구매해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종업계 간의 협력은 최종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분야에서 주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식품기업 혹은 유통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기업과의 협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한 대규모의 글로벌 유통망과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배양육의 보급화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 푸드테크라는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등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농축산수산업은 아직까지 1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만큼 기술적인 진보가 더딘 분야였습니다. 2010

년대부터 바이오 기술, 공학 기술이 접목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형성되었고, 4차 산업혁명과 맞먹는 유망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드테크가 안정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3가지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배양육과 같이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규제가 부재하거나 기존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빠른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소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 식량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미래 산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치고,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관계 조율도 도와야 

합니다.

둘째,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식품 분야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종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전 인류에게 닥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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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미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 

분야의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인재 채용 시 금융적인 

지원이나,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배양육을 비롯한 푸드테크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을 넘어 PEF 등 더 큰 규모의 자금을 가진 

금융기관이 움직인다면 더 빠른 연구개발과 혁신,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Q. 푸드테크에 있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는 어디 

인가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 푸드테크는 어느 정도 수준 

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푸드테크가 그 

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산업 분야와 유사하게 푸드테크 분야도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이나 민간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욘드 미트(Beyond Meat)와 같이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푸드테크 회사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떠나서, 

기술 자체만 보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학연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발 빠른 제도 마련이나 규제 완화 등, 정부가 너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적정선에서 이를 허용하는 개방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늦지 않게 시장에서 검증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는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푸드테크 회사간 

논의도 활발히 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척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충분히 그래도 되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푸드테크 산업이 급물살을 타서 빠르게 성장 

하는 변곡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점점 더 저탄소,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기술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 봅니다. 

이를 위한 대체 기술들의 개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 혹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원료나 공정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파생 기술 산업들의 등장과 성장도 동반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발될 대체 기술들은 분명 전 지구 

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혁신 기술일 것이라 생각 

합니다. 비단 푸드테크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프레임이 

재구성될 것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푸드테크를 떠올릴 때, 미래적인 기술들과 숭고한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푸드테크에 대한 명분이 소비자의 

요구와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앞으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인 

식(食)을 책임질 분야이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일지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식문화 

에서 달성되지 못한 미래적인 가치와 소비자의 깊은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 푸드테크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지는 모든 

푸드테크 회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마블링 살아 있는 배양육, 온실가스 감축에도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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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티센바이오팜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티센바이오팜의 기술은 맛이 있어 보이는 고품질 배양육을 빠르게 대량생산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최적화하고, 관련 생산 시설들을 

스케일업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배양육의 원료로 사용할 업사이클링 기반의 친환경 

기능성 바이오소재 확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양이 더욱 풍부한 

배양육 제품이 개발될 것이고, 생산성도 더 향상될 것입니다.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배양육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제품 개발 방향을 시장의 요구에 점점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배양육 제품 출시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배양육 인허가입니다. 배양육 

인허가를 위해서 국내 배양육 업체들, 지자체, 관련 정부 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배양육 인허가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고깃결과 

마블링이 있는 고품질 소 배양육 제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소고기와 모양과 영양이 거의 같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더 뛰어난 제품도 출시할 

것입니다. 규모가 큰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하여,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 당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센바이오팜의 우선적인 목표는, 당사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라면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인류에게 세포 

배양식품이라는 새로운 식문화를 익숙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티센바이오팜 ㅣ 라연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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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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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

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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