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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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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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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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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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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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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개국 중 15개국이 약 600개 이상의 대규모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약 500여개의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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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에너지의 화려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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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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대규모 CCS 사업주
도 블루수소 생산 주도

• 캐나다 대단위 수소 클러스
터 구축 

• 중국 23곳의 지방정부 수
소클러스터 구축 

Giga Scale 
수소 생산

9.6%

49.1%

24.0%

9.9%
7.5%

산업용 활용 운송 등
모빌리티 활용

수소경제
정책제도 완비

인프라 증설 및
구축

•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보유 
• 영국, 독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사 

모빌리티 프로젝트 추진 

• 중국, 한국, 일반 
수소육성정책 추진

• 남미 천연가스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 높음

• 브라질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중

51

262

128

53 40

유럽(342)
64%

북미(45)
8.4%

남미(21)
3.9%

오세아니아(51)
9.5%

아시아(52)
9.7%

중동아프리카(2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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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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추진 주요 사업 수소경제 추진 방향

그린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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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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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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북미

0.3%
0.25%

유럽 MENA 아시아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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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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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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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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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2022), 주요국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Deloitte Insights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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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o.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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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