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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기후위기가 만드는 시장

Part 3

1. 수소차와 기후 위기의 게임 체인저

     

2. 수소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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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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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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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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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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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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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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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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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험료 등 부품교체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연료비 구입 가격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수소차 수소차

216

+102%

동등

10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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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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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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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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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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차, 수소경제 실현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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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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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