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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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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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소 전략 발표 현황(‘21년 6월 기준)

출처: Lit 리서치 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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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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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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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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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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Mt

2020
0

50

100

150

200

250

2025
2020

부생수소 그레이 블루 그린

2030 2040 2050
0

100

200

300

400

500

600



2022  No.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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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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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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호주 러시아 미국 중동 캐나다 남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중국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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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선도국들의 지원 정책 및 실증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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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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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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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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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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