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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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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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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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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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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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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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숙기 시장성장기 실증단계 대규모 프로토타입 소규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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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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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올레핀, BTX)

철강생산

전력생산, 
밸런싱, 버퍼링

밴
코치

소형차

합성연료
(화물선과 항공기)트럭

시내버스 중형/대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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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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수소 기술 혁신 및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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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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