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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등유 기반 제트유만큼 비용 효율적인 항공연료는 없다.1 또한 동력 추진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뒤로 

수 십년간 항공연료를 투입해 가동되는 엔진을 중심으로 항공기 개발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항공기 

운항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빠르게 확산되며 대체연료와 신기술 개발이 시대의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글로벌 항공기 이용객은 45억 명에 달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레저 및 비즈니스 

항공 수요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을 계기로 국경간 물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항공 화물 운송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항공산업도 글로벌 넷제로 전환 여정에 한 시 바삐 동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비즈니스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와 셸(Shell)이 전 세계 항공산업 고위임원 및 전문가 100명과 일반 승객 

6,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항공산업 탈탄소화: 이륙 허가’(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2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 종사자 중 90%가 탈탄소화를 자사의 3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항공기 사용이 남기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감시도 고조되고 있다. 딜로이트-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가 탄소상쇄(carbon offset) 기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와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 등 글로벌 셀럽들은 과도한 전용기 사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3 일부 환경단체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항공산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행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수치스러운 비행’(Flight Shaming)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들은 단거리 항공편 대신 고속열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을 억제할 수는 없다. 항공산업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자면 세계 17

위 국가들(인도네시아 또는 네덜란드)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고,4 항공사와 공항 등의 직접적 일자리 1,130만 개 뿐 

아니라 연료 공급 및 건설 등 간접 부문에서 1,810만 개, 소매와 외식 등 유발 산업에서 1,350만 개, 관광산업에서 4,480

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5 따라서 항공산업의 환경 영향을 지적하기 보다 탄소 감축 솔루션을 조속히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산업은 육상 운송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지속가능성 전환을 뒤늦게 시작했다. 그런 만큼 더욱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산업들이 1세대 전환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더욱 빠르게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있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비행의 미래 

1      US Department of Energy (September 2020), Sustainable Aviation Fuel: Review of Technical Pathways
2      Deloitte, Shell (October 2021), 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  
3      ABC News (August 23, 2022), “Taylor Swift and other celebrities are being criticised for how much they use private jets. So how bad  
        are they for the environment?”
4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Accessed: October 26, 2022), Adding value to the economy 
5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Accessed: October 26, 2022), Employment

항공산업은 지속가능성 달성의 마지막 전선으로 여겨진다. 민간 항공산업은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자칫 시급성이 간과될 수 있고 ▲산업 가치사슬 자체가 복잡해 

직간접 배출(Scope 1~3) 구조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모와 비용이 

여느 산업보다 막대하고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내는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규제의 장벽을 넘기가 유독 

어렵기 때문이다.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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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육상 화물, 철강, 시멘트, 화학, 선박과 더불어 ‘탄소 저감이 

특히 어려운’(harder-to-abate) 6개 산업에 속한다. 이들 6개 산업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했다. 

이들 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산 수명이 길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며 ▲전동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에 속한 다른 

산업에 비해 탈탄소화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 수준이 훨씬 높다.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글로벌 CO2 배출량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량이 32%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중대한 탈탄소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배출량 비율이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6  항공기 이용 

규모는 인구 및 경제활동 증가세와 발 맞춰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 

십년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2050년에는 연간 승객 수가 100억 

명으로 2019년의 45억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탄소배출 현황 
및 넷제로 목표

항공산업은 소수의 제조사와 항공사, 공항이 독점하다시피 한 고도로 집중화된 산업이지만,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항공 생태계 전반에 걸쳐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고도 산업의 특성 상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신중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항공기 갱신 주기

(renewal cycle)도 길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 전환에는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공항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부터 에너지 기업과 육상 운송 

등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에 포함된 산업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이 변화에 

속도를 내도록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를 수 있는 각국 정부와 일반 승객까지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글로벌 CO2 배출량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량이 32%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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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계적인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항공산업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외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2009년에 ‘2020년부터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를 선언했으나, 구체적 실행안이 나온 것은 2021년에서였다.

IATA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2021년 10월 

4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한 제77회 연례 총회에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결의안7을 채택했다. 중심 내용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21.2기가톤(Gt)의 CO2 배출량을 감축해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2019년 수준으로 CO2 배출량을 유지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항공산업의 탄소 감축 목표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치)

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Resolution 
7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October 2021), Resolution on the Industry’s Commitment to Reach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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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 단계에서 대체 연료를 찾고 설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펼쳐 

지고 있다. 우선 대체 연료의 중심에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가 있으며, SAF가 항공산업 탄소 감축의 부담을 

대부분 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공급원료를 기반으로 활발한 SAF 

개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추진 기술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모빌리티 부문의 전기차 

발전에 힘입어 항공부문에서도 전기 항공기가 SAF 다음으로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소 연료전지도 중요한 기술 혁신이다.

이 외 카나드 윙(canard wing), 날개 동체 혼합형(blended wing 

body), 트러스베이스 윙(truss-based wing), 기어 장착 터보팬 엔진

(geared turbofan engine), 고압비 코어 엔진(high pressure-ratio 

core engine), 초고(超高) 바이패스비 엔진(very high bypass ratio 

engine), 합성 구조 날개 및 동체(composite structures for wing and 

fuselage), 윙렛(wingtip device), 리블렛(riblet), 연료전지(fuel cells 

for onboard power), 첨단 자동비행제어 시스템(advanced fly-by-

wire system) 등 기체 설계 혁신도 부단히 이뤄지고 있다.

연료 및 설계 혁신

항공기 운항과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

여타 산업의 신에너지 및 탄소감축 기술 차용

항공산업은 구조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이뤄져야 진정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항공산업 지속가능성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항공교통 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내 쓰레기를 감축하는 등의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각지에 위치한 공항은 대체연료와 전기 및 수소 항공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SAF 공급 루트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기 항공기를 위한 배터리 충전시설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모빌리티 부문의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이 발전하면 항공기에도 응용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개발되는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 

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차용하면 넷제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항공산업 지속가능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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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중장거리 비행의 탄소 감축을 위해 가장 유망한 솔루션으로는 SAF가, 소형 비행기와 단거리 비행을 위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제로에미션 솔루션으로는 전기추진 기술이 꼽힌다. IATA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SAF가 

65%, 전기 및 수소 등 새로운 추진 기술이 13%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는 비율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65%

전기 및 수소 등 신기술 

13%

탄소 포집 및 저장 

19%

인프라 및
운영 효율성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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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주범은 대기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CO2라 할 수 있다. CO2의 배출량, 형성 과정, 

환경 영향 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CO2 배출은 화석연료 소비 감축이라는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고, 이를 위해 

SAF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항공기는 CO2 외에도 산화질소(NOx), 이산화황(SO2), 

미세입자, 수증기, 비행운 등 다른 온실가스도 배출한다. 수소 항공기도 상당량의 수증기를 배출하는 주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의 환경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환경 피해를 

주는지 정량화 하기가 어렵다.8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면 이러한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지만, SAF 전환만으로는 

항공산업의 완전한 넷제로를 달성하기 힘들다. SAF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소 항공기 기술도 부단히 개발해야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항공산업 넷제로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

인류가 1950년대에 비행을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민간 항공기는 오직 

등유 기반 연료에 의존해 하늘을 날았다. 민간 항공기에 대체 연료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2008년 1월에서였다. 이후 수 년간 안전성 

테스트와 수많은 검증을 거쳐 2011년에 여객기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SAF가 공항에서 처음으로 정기 공급된 것은 2015년으로, 이후 몇 개 

생산시설이 신설됐다. 하지만 대규모 정책이 신속히 도입된다 해도 2025

년에 전체 항공연료에서 SAF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9 그렇기에 항공산업에서 화석연료를 대체연료로 완전히 대체 

하는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라는 목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달성한 후 SAF 사용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SAF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2011년 SAF 첫 인증이 이뤄진 이후 36

만5,000건 이상의 비행이 SAF를 연료로 삼아 운행됐다. 하지만 SAF가 

항공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의 중심이 되려면 대규모 생산과 이러한 대규모 

생산을 뒷받침할 새로운 형태의 공급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안에 경제적, 실질적으로 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 항공산업 
넷제로의 발판이 된다1

핵심기술

SAF는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대체연료로서 항공산업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유망한 
솔루션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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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는 일반적으로 제트기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항공 바이오연료 종별 

명칭으로 비(非)석탄 유래 항공연료를 뜻한다. SAF는 다른 (화석 공급원료 

기반의) 항공연료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급 

인프라를 통해 공급할 수 있고, 항공기나 엔진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연료는 기존 항공기 연료 시스템에 그대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드롭인 연료’(drop-in fuel)라 부른다.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성 솔루션인 셈이다.

SAF를 정의하는 주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0

8      EASA (2019), European Aviation Environmental Report 2019
9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019), Global ASBU Environmental Benefits Assessment – To 2025
10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SAF의 정의,
인증 및 표준

1)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경제, 사회, 환경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속적, 반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천연자원을 

고갈하지 않음으로써 생태 균형을 보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속가능 연료’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우선 연소 과정에서 

화석 형태로 갇혀 있던 CO2를 공기 중에 배출해 온실가스를 증대시키는 화석 연료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CO2를 

흡수하는 공급원료로 만들거나,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에 흡수된 CO2를 재활용하거나, 공기 중에서 직접 

CO2를 포집함으로써 탄소 총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담수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식량 생산과 물 공급을 저해하거나 삼림을 파괴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에서 SAF를 연소시키면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CO2가 배출된다. 하지만 SAF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급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CO2가 흡수되므로, 탄소 감축의 고리(loop)가 형성된다. 

게다가 SAF는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조금 높아 SAF를 사용하면 연비가 다소 개선돼 연료 연소량도 소폭 

줄어든다. 또 SAF는 화석연료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어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행운도 덜 형성된다. 

SAF 사용만으로 배출량이 100% 줄어들지는 않는다. 원재료 상태의 공급원료를 SAF로 가공하고 공항까지 

운송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AF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해 

파이프라인이나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운송하면 탄소매출 감축 요인(emissions reduction factor, ERF)이 

크게 개선된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CO2 및 메탄의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활용하면 SAF의 ERF는 100%를 넘을 수도 있다.

SAF의 공급원료부터 생산, 사용까지 전 과정(lifecycle)에서 CO2 배출량이 얼마나 많이 감축되는 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주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항공기 운항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와 SAF의 혼합 비율을 측정해 SAF의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석연료와 

비교해 전 과정 ERF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CO2를 10% 감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필요한 

* SAF로 전환하면 탄소 배출량이 감축되는 원리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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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elocys Bayou, https://bit.ly/3EAK1AT /Gron Fuels, https://bit.ly/3znXIzt / Shell Rotterdam. https://go.shell.com/3znXKHB

공급원료별 SAF 생산 가용 규모 전망 

공급원료 종류

지질 잔여물 및 폐기물
(waste and residue lipids)

기름감 작물 및 나무
(oil crops and trees)

셀룰로오스 간작물
(cellulosic cover crops)

농업 잔류물
(agricultural residues)

목질 바이오매스
(woody biomass)

도시 고형 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산업 폐가스
(industrial waste gases)

총합

11.6

13.4

24.8

52.5

51.7

22.0

28.6

205

13.9

16.1

27.4

57.9

51.7

22.0

9.5*

198

2020년 SAF 생산 가용 규모 2050년 SAF 생산 가용 규모 전망

 *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로 산업 폐가스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단위: 메가톤(Mt)

2) 석유를 대체하는 공급원료

석유를 대체하는 공급원료로 얻어진 항공연료를 SAF라 한다. SAF의 경우 비재래식 또는 첨단 연료를 뜻하며, 석유·

석탄·천연가스 등 재래식 화석 연료 이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재료를 뜻한다. 또한 대체적 방식으로 

가공돼야 한다. SAF 공급원료는 식용유, 식물성 기름, 도시 폐기물, 폐가스, 농업 잔여물 등 다양하다. 

연료를 ERF 10%인 SAF로 전량 교체하거나, 필요한 연료의 10%를 ERF 100%인 SAF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실험적인 조정을 계속하다 보면 최적의 비율과 SAF 필요량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SAF는 ERF가 평균 70%이며 가장 성능이 좋은 SAF는 ERF가 90%에 이른다. 앞으로 SAF 기술이 

한층 발전되면, ERF가 한층 개선될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토지에 CO2를 붙잡아 두는 특정 회전 농작물 등 

일부 공급원료를 사용할 경우 ERF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CCS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SAF 

생산과정의 비효율성이 한층 줄어들어, ERF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CCS 기술을 접목해 ERF가 

150%를 넘어 200%에 육박하는 SAF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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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연료 인증

에너지 전환 후발주자인 항공산업은 육상 모빌리티와 건설 등 다른 산업이 1세대 에너지 전환에서 겪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환의 첫 단추부터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글로벌 항공사들이 만든 위원회인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자 그룹’(Sustainable Aviation Fuel Users Group, SAFUG)이 SAF 인증 및 표준 수립을 주도하며, 

SAF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SAF는 여타 항공연료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아야만 상용화될 수 있다. 우선 지속가능성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물질에 관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 RSB) 등 신뢰 

할 수 있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인증되거나,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신재생에너지 지침’(RED II)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저탄소 연료 표준’(LCFS) 등을 통해 인증된다. 또한 다양한 물질·제품·시스템·서비스를 위한 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 및 출판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ASTM 인터내셔널(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의 안전 및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1년 9월 기준 ASTM의 인증을 거친 SAF 공정은 7가지이며, 향후 수 

년 내 테스트와 승인을 거쳐 8개 공정이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각각의 공정은 향후 SAF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영역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기준이 산업 전체에 공평하게 적용 

되도록 조화를 이룬 표준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종 표준이 산발적으로 난무하면 관련 시장의 상업적 성장이 어렵다. 

현재 이미 글로벌 규제당국과 민간에서 무수히 많은 표준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준은 모두 항공연료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바이오매스 

공급망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시야를 확대하고, 차세대 연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SAF 원산지와 지속가능성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도의 표준이 수립되면, 투자자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지속가능성·안전·성능 기준을 

통과하여 명확히 정립된 SAF 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줄어든다. 제대로 된 표준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가 활성화돼, SAF 시장 전반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특히 항공산업은 활동 무대가  

국경을 넘나들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며,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거의 동일한 연료 공급망 여건의 영향 

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인증과 표준이 더욱 중요하다.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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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산업은 2050년 넷제로 달성에 있어 SAF가 탄소 감축의 65%

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SAF 생산이 대규모로 확대돼야 한다. SAF 생산은 정책 지원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2030년대에 강한 탄력을 받아 화석연료와 본격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산업의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SAF 공급량 전망 

출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산업 넷제로 목표 
달성은 SAF 생산과 
사용 확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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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13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ly 2017), Resolution on the Commercial Deployment of Sustainable Alternative Fuel for  
        Aviation
14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October 2021), Resolution on the Industry’s Commitment to Reach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단위: 10억 리터(ℓ)



2022  No.24

165

SAF 도입 현황12

2008년

버진애틀랜틱항공(Virgin Atlantic)이 바이오 제트유 항공기 첫 비행

2011~2015년

22개 항공사가 식용유, 자트로파(Jatropha), 카멜리나(camelina, 겨자 식물과), 조류(藻類) 등에서 얻은 

공급원료로 만든 바이오 제트유를 최대 50% 혼합한 민간 여객기 2,500건 이상 비행

2016년 1월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Oslo Gardermoen Airport)이 공동 급유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SAF

를 공급받기 시작. 핀란드 대체연료 생산업체인 네스테(Neste), 네덜란드 공급업체인 스카이

NRG(SkyNRG), 영국 특수항공 자회사 에어BP(Air BP)가 참여

2016년 3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이 사상 처음으로 정기 운항에 SAF를 도입. 알트에어 퓨얼즈

(AltAir Fuels)가 공급한 SAF로 LA 공항에서 이륙하는 단일 항공편에 SAF 도입

2017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73차 연례총회에서 IATA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SAF 도입을 위한 결의안13  

채택. IATA는 결의안에서 건설적 정부 정책을 촉구하고 생태 균형을 보전하고 천연자원 고갈을 하지 

않는 연료만 사용할 것을 선언

2019년 11월

민간 항공기의 SAF 연료 기반 비행 건수가 25만 건을 넘고, SAF 연료로 운항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가 

45개를 넘음.

2020년 6월

ASTM의 인증을 받은 SAF 생산 공정이 7개로 2개 증가

2021년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77차 연례총회에서 IATA 회원사들이 2050년까지 항공산업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결의안14 채택.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른 것으로, SAF가 항공산업 탄소 감축의 65%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2년 4월

민간 항공기의 SAF 연료 기반 비행 건수가 45만 건을 넘고, SAF 연료로 운항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가 

50개를 넘음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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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활동그룹(ATAG)이 ‘항공산업: 국경을 초월한 혜택’(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보고서15에서 

매일 업데이트 하는 글로벌 SAF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26일 기준)

2011년 이후 SAF 연료로 비행한 건수 ▶ 447,692건

현재 정기적으로 SAF를 공급받는 공항 수 ▶ 6개

전체 항공연료 대비 2025년까지 SAF로 충당할 수 있는 총수요 비율 ▶ 2%

글로벌 항공사들의 SAF 선구매량 ▶ 60억 리터

대규모 SAF 장기구매(off-take) 구매 계약을 체결한 공항 수 ▶ 9개

IATA는 SAF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16

ICAO 데이터17에 따르면, SAF 장기구매 계약이 2013년에 처음 성사된 후 연간 1~6건으로 유지돼 오다 2021년  

23건으로 급증한 후 2022년 현재 30건으로 늘었다. 장기구매 계약에 따른 연간 공급 물량 또한 2013년 5,689만 

리터로 시작해 최대 34억8,636만 리터를 넘지 못하다가, 2021년에 92억1,712만 리터로 급증한 후 2022년 현재 

166억8,794만 리터로 증가했다.

SAF 연료 항공기 비행 건수(2011년 이후) 500건

2016년

100만 건

2025년 전망치

연간 SAF 사용량 800만 리터 50억 리터

SAF 정책을 수립한 국가 수 2개국 글로벌 합의

인증된 SAF 생산 공정 4개 11개

평균 CO2 감축률 60% 80%

선구매 규모 25억 달러 300억 달러

전 세계 SAF 장기구매 계약 건수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5    Air Transport Action Group (Accessed: October 26, 2022), Aviation: Benefits Beyond Borders – Sustainable Aviation Fuel
1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t Zero 2050: Sustainable Aviation Fuels
17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SAF Offtak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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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간 항공기에 SAF 첫 인증이 이뤄진 후 SAF 생산은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증가했고, 2015년 처음으로 

공항에 정기 공급되기 시작했다. 자본조달, 장기구매 계약 협상, 공장 신설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 

간 SAF 생산 시설이 빠르게 신설 및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해도 2025년까지 전체 

항공연료의 2%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량이 지금 수준에서 두 배 늘어야 한다.

ATAG는 IATA의 환경 분석 보고서에 기반해 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를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했다. ATAG는 

현재 생산 동향은 ‘F1’ 시나리오의 경로를 따르고 있지만, 향후 2~4년간 우호적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F1 high’ 시나리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F1 high+’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실상 최근 SAF 지원 정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F1 high+’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본조달, 시설 확보, 생산 타임라인 등 현실적인 문제가 2030년 목표 달성 

앞에 놓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TAG의 ‘F1 high’ 시나리오는 육상 모빌리티 연료와 동등한 수준의 SAF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산업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예: EU의 ReFuel), 

IAT와 라이언에어(Ryanair) 등 미국 항공사들 또한 SAF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2020년대 

중반에는 SAF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1 high+’ 시나리오는 국제 협약을 통한 글로벌 노력이 통합돼 전 세계적인 SAF 정책 지원이 이뤄져 항공산업 

탈탄소화에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됐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정책 지원에 힘입어 육상 모빌리티를 

위한 공급원료와 생산시설이 항공산업으로 전용돼, SAF 생산시설이 대거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생산시설에서 육상 

모빌리티용 에너지 대신 SAF 생산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SAF 장기구매 계약에 따른 연간 공급 물량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SAF 생산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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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ATAG)18

년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F1

6,300만ℓ 
(50.4t)
0.03%

1억ℓ
(80t)

0.04%

4.7억ℓ
(376t)
0.15%

13.65억ℓ
(1,092t)

0.4%

23.46억ℓ
(1,877t)

0.6%

53.74억ℓ
(4,299t)

1.3%

61.42억ℓ
(4,914t)

1.5%

76.77억ℓ
(6,142t)

1.8%

92.12억ℓ
(7,370t)

2.1%

115.16억ℓ
(9,213t)

2.5%

F1 high

6,300만ℓ
(50.4t)
0.03%

1.19억ℓ
(95t)

0.05%

7.03억ℓ
(562t)
0.22%

20.4억ℓ
(1,632t)

0.6%

35.07억ℓ
(2,806t)

0.9%

80.34억ℓ
(6,427t)

2.0%

91.82억ℓ
(7,346t)

2.2%

114.77억ℓ
(9,182t)

2.6%

137.73억ℓ
(11,018t)

3.1%

172.16억ℓ
(13,773t)

3.7%

F1 high+

N/A

2.08억ℓ
(166t)
0.09%

12.22억ℓ
(978t)
0.4%

35.48억ℓ
(2,838t)

1%

60.99억ℓ
(4,879t)

1.6%

139.72억ℓ
(11,178t)

3.5%

159.68억ℓ
(12,774t)

3.8%

199.6억ℓ
(15,968t)

4.6%

239.52억ℓ
(19,162t)

5.3%

299.40억ℓ
(23,952t)

6.5%

생산시설 보유 기업(생산시설 위치)

-

Fulcrum(미국)

World Energy(미국), 
LanzaTech(북아시아, EU)

SkyNRG(네덜란드), Red Rock(미국), 
UPM(미국), Neste(싱가포르), Marathon
(미국), Repsol(콜롬비아), ST1(스웨덴)

Velocys(영국), Eni(이탈리아), Gevo(미국), 
ECB(파라과이), Total(프랑스), Preem
(스웨덴), Philips 66(미국)

2025~2030년 30개 이상의 생산시설 신설 
또는 확충이 예상된다

단위: 리터(ℓ) / 전체 항공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 ‘E’는 예측치(estimate), ** ‘F’는 전망치(forecast)를 각각 뜻한다.

18    항공운송행동그룹(ATAG)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환경 보고서 2019’(Environment Report 2019)의 신설 예정 또는 가동 중인 SAF 공장 

          과 장기구매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이와 같은 SAF 생산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TAG의 시나리오는 발표 전이거나 구상 단계의 SAF 생산시설과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산시설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5F
38.39억ℓ
(3,071t)

1%

57.39억ℓ
(4,591t)

1.5%

99.8억ℓ
(7,984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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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생산비용 전망

전 세계 SAF 생산 공정을 분석하면 규모의 경제와 일부 공급원료 투입비용 하락에 힘입어 SAF 생산 비용이 차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원료별 비용 차이는 발생하며,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 

SAF의 장기적 공급과 도입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화석 항공연료 가격이 등락을 보였듯 SAF 생산 

비용도 상황 전개에 따라 심한 등락을 보일 수 있다. 

ATAG는 동등한 조건에서 화석연료와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탄소 감축에 따른 공급원료의 효용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각 공급원료별 SAF 생산에 드는 순비용 전망치를 집계했다(예: 2030년에는 화석연료에 톤당 100달러, 2050

년에는 톤당 200달러의 탄소 비용을 각각 추가).19 

19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augmented with analysis from ATAG / IATA Environment and IATA  
         Economics

SAF 생산비용 전망(ATAG)
단위: 미국 달러화/톤(t)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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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진정한 탈탄소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SAF가 대규모로 

도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할 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SAF 생산과 도입을 확대하려면 의무 

와 규제보다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항공산업의 중론이다. 우호적 

정책은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 부담과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여줘,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탄생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SAF 정책은 모두 항공산업 탈탄소화라는 공동 

의 목표를 공유하지만, 접근법과 세부내용은 상이하다.20 대체로 EU가 

규제 중심, 미국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리퓨얼EU 애비에이션(ReFuelEU Aviation)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EU의 입법안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리퓨얼EU

는 ‘핏 포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SAF 생산과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됐다. 리퓨얼EU는 항공연료 공급업체들이 지켜야 할 SAF+화석연료 혼합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EU 내 공항에 항공연료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은 SAF

와 합성 연료의 최저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2025년부터 

실효되는데, 2025년 SAF 최저 혼합 비율은 2%로 명시돼 있으며, 이후 5년마다 

비율이 상승해 2050년에는 63%(이 중 28%는 합성 연료)에 이른다. 

또한 EU 내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이륙 전 혼합 비율 측정을 받아야 

한다. 혼합 비율은 착륙지와 상관없이 비행에 필요한 총 연료량 대비 비율로 

환산된다. 또한 EU 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에 항공연료 혼합 비율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리퓨얼EU는 EU의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따르 

므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가 공동 감독 및 규정 수정 

권한을 갖는다. 

20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Fact Sheet: EU and US Policy Approaches to Advance SAF Production

EU
규제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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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표준(California Low Carbon Fuel Standard, CA-LCFS)

CA-LCFS는 운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정된 표준으로, 재생 연료에 의한 

탄소감축분에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AF는 CA-LCFS

가 2019년 개정되면서 탄소 크레딧 시스템에 포함됐다. SAF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재래식 항공연료와 비교해 전 과정 감축 효과의 모델링을 통해 측정되며, 

측정 후 제공되는 탄소 크레딧은 SAF 생산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탄소 

크레딧을 얻은 SAF 생산업체는 CA-LCFS의 적용을 받는 제3자에게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혼합(Renewable Fuel Standard, RFS) 프로그램

RFS는 2005년에 제정된 미국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라 

도입됐으며, 2007년 에너지 독립·보장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따라 개정됐다. RFS 규정은 육상 운송의 재생가능 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간 재생가능 연료의 최저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SAF 산업은 규정 준수 의무는 없지만 일종의 크레딧 제도인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해 선택적으로 RFS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미국 SAF 산업은 재생가능 디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갤런당 1.6 RIN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SAF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늘을 위한 법(Sustainable Skies Act, SSA)

미 의회는 SAF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5월에 SSA를 

제정했다. SSA에 따르면, 전 과정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SAF

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갤런당 미화 1.5달러의 크레딧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올라가면 갤런당 최대 2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SSA에 따른 크레딧을 

얻으려면 ICAO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크레딧 외에도 미국 내 SAF 

생산시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0억 달러의 보조금도 지원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신규 SAF 정책

2021년 9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SAF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30억 갤런 

이상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국산 SAF 생산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SAF 그랜드 챌린지(SAF Grand Challenge) 기금 등 국산 SAF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펀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SAF의 글로벌 생산과 도입 확대를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

인센티브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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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이 30년 내 SAF로 에너지 전환을 완수하려면 항공사가 지불 

해야 할 가격과 공급망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용을 낮추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환경 조성이 관건이다. SAF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공급업체들이 무리 없이 자본을 조달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항공산업의 SAF 도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민간 부문의 SAF 생산과 도입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려면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호적 인센티브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므로 공적 

자금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호적 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급과 수요 간 유기적 균형을 형성해 지속가능한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딜로이트-셸 설문조사21에 따르면, 응답 

자의 90%가 항공산업 탈탄소화의 주요 장애물로 정책적 인센티브의 

부재를 꼽았다.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 중심 정책은 인센티브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SAF 활용을 확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규제를 준수 

해야 하는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은 최적의 재무 성과를 얻지 못해 가격을 

올려야 하므로, SAF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다.

이 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속가능성 표준을 수용하고, 사용자 친화적 

SAF 회계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식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육상 운송을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 정책을 

차용하는 한편, 육상 모빌리티보다 더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항공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체 에너지 종류가 많은 육상 모빌리티에 비해 

항공산업은 대체 에너지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SAF 시장 초기 단계에 생산 비용 갭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 

해 생산비용이 내려가고 SAF와 화석연료 간 가격 격차가 사라지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책적 지원은 SAF 시장이 

자립적으로 수익성과 규모 확대를 지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임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1    Deloitte, Shell (October 2021), Decarbonising Aviation: Cleared for Take-Off 

SAF 산업 발전, 
인센티브 정책이 관건

SAF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공급업체들이 무리 없이 
자본을 조달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항공산업의 SAF 도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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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 온 역사가 깊다. 첫 

비행 시도부터 동력 비행, 제트엔진, 첨단 부품 개발, 3D 프린팅까지 더욱 

가볍고 빠르게 창공을 날고자 하는 열망은 항공산업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기후변화라는 과제 또한 다를 바 없다. 

1950년대 첫 여객기가 등장한 후 항공기 연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현재 항공기 연비는 50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80% 개선된 

수준이다. 또한 항공기 세대가 바뀔 때마다 탄소 배출량은 약 15~20% 

감축됐다.22  이처럼 지속적인 개선은 엔진 효율성 개선, 기체 역학 개선, 

무게 감소 등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최신 세대 항공기는 알루미늄 부품이 

교체되면서 기체 무게가 극적으로 가벼워져, 더욱 효율적인 엔진 작동이 

가능해졌다.

항공기는 기존 기술을 발판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날개 동체 혼합형

(blended wing body)으로 대표되는 각종 신기술과 설계 발전으로 

향후 20년간 연비가 15~25%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23 심지어 이 중 

일부는 기존 항공기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로 장착하거나, 향후 수년 내로 생산라인에서 나올 기존 

설계의 항공기에 장치를 부착하면 얼마든지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사실 

모든 항공기는 생산 수명(production life) 내내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동일 기종이라 할지라도 몇 년 전 만들어진 항공기보다 

방금 생산라인에서 나온 항공기가 훨씬 진화된 기능을 갖추게 된다. 통상 

동일 기종의 생산 수명을 통틀어 약 2~3%의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24  

하지만 무엇보다 2030년대부터는 혁신적 추진 기술과 첨단 설계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트엔진의 시대가 물러가고 진정한 넷제로 

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항공산업은 또 한 번 비약적인 기술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23    Ibid. 
24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2030년대부터는 혁신적 

추진 기술과 첨단 설계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트엔진의 시대가 

물러가고 진정한 넷제로 

시대에 걸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전기추진 항공기,
클린 스카이를 완성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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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26    Ibid.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현황 및 전망

하이브리드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은 내연기관과 전기 엔진의 장점을 합친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추진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 이륙 시 최대 추진력을 얻은 후, 항공기가 크루즈 모드로 전환했을 때나 하강할 때는 내연기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내연기관 엔진의 크기와 무게도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대형 비행기의 완전 전동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단계다. 날개 동체 혼합형 등 첨단 

동체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하면 CO2 배출량을 최대 40% 감축할 수 있다.

▶ 상용화 시기 전망25 

소형 항공기(15~20인승): 2020년대

지역 항공기*: 2030년대

대형 항공기: 2040년부터

* 지역 항공기(regional aircraft)는 국제선 또는 장거리 항공기와 대조적으로 국내선 또는 인접국 도시간 단거리 및 
중거리를 운송하는 항공기를 뜻한다. 지역 항공기라 해서 반드시 중소형 규모일 필요는 없다.

완전 전기 항공기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을 대신해 기존 프로펠러나 다수의 소형 팬 세트를 가동시킨다.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에 저장돼 항공기에 탑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터리 무게 부담으로 상용화되기가 

어렵다. 운항 중 CO2 배출량은 제로이지만, 전 과정 배출량은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다면 전 과정 배출량 또한 제로에 가까워진다. 완전 

전기 항공기는 CO2 배출 방지 외에도 비행운과 산화질소 생성을 막을 수 있다.

▶ 상용화 시기 전망26  

테스트용 소형 항공기(최대 9인승): 운항 중

소형 항공기(최대 19인승): 2020년대 후반

※ 노르웨이는 2040년까지 모든 국내선 및 단거리 항공편을 완전 전기 항공기로 운항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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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컨셉 단계의 전기 항공기는 230종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상업용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약 30종에 

불과하다.27 소형 전기 항공기(2~6인승)는 개인 운송 수단으로 2020~2025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승객 약 4

명을 태울 수 있는 다축(multi-rotor) 수직이착륙기(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또한 이미 전 세계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 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시장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소형 전기 항공기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 에어택시로 도입되거나 빠른 속도와 정확성, 조용한 

기내 환경 등의 장점을 살려 에어 구급차 및 부상자 수송기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전체 항공산업의 넷제로 여정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기 항공기 초기 단계에 활용되는 이러한 소형 항공기들은 대형 상업용 항공기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어 9~19인승의 커뮤터기(commuter aircraft, 근거리 도시간 왕복 여객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커뮤터기 프로토타입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소형 항공기에 첨단 기능을 추가해 운행 

중이다. 커뮤터기는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0~2035년 50~100인승 전기 항공기(터보프롭형 포함)가 상용화돼, 이미 연비가 극적으로 개선된 지역 

항공편이 거의 탄소 무배출을 실현하고 인구의 지역간 이동 환경을 훨씬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인승 이상의 대형 완전 전기 항공기가 2045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완전 전기 

항공기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면 51~100인승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전기추진 시스템 분야는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는 그림과 같이 용도별로 ▲VTOL: 17건(하이브리드 2건, 완전 전기 15건) ▲일반 

레저용 항공기: 16건(하이브리드 4건, 완전 전기 12건) ▲상업용 대형 항공기: 4건(하이브리드 3건, 완전 전기 1건) ▲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3건(하이브리드 1건, 완전 전기 2건)이 시작됐다. 다만 일부 중단된 프로젝트도 있다.

27    Roland Burger (July 2020), Electric Aircraft Database

전 세계 전기/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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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항공기 부문별 각 프로젝트의 비행 거리, 승객 수, 상용화 목표 시기 등 현재 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VTOL

도심항공교통(UAM)의 주요 솔루션으로 꼽히는 VTOL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뤄졌다. 승객 수가 1명에서 

5명으로, 최대이륙중량(MTOW)이 450kg에서 2,200kg으로, 비행 거리가 16km에서 300km로 각각 늘었다. VTOL 

프로젝트는 2020~2025년에 걸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작된 VTOL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5건, 하이브리드 2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건으로 집계됐다.28

28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전기/하이브리드 VTOL 개발 프로젝트 현황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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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레저용 항공기

일반 레저용 항공기는 MTOW 300~1,000kg의 항공기로 이뤄져 있으며, 대체로 2인승이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2건, 하이브리드 4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20년 3건으로 늘어난 후 2025년에는 2건으로 

집계됐다.29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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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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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상업용 항공기

대형 상업용 항공기 부문은 하이브리드 타입의 단일통로 항공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승객 수는 대체로 

100~135명이다.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대형 상업용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1건, 하이브리드 3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28년 1건, 2030년 2건, 2040년 1건으로 집계됐다.30

4)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는 단거리 및 소형 비행기에서 비행거리와 승객 수가 조금씩 늘어난 형태다. 비행거리는 

1,000km에 근접하고, 승객 수는 약 10명이다.

지금까지 시작된 전기/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프로젝트 수는 완전 전기 4건, 하이브리드 2건이며, 해당 

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는 2020년 1건, 2024년 2건, 2026년 3건으로 집계됐다.31

전기/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및 지역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전기/하이브리드 일반 레저용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현황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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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ccessed: October 26, 2022), Electric and Hybrid Aircraft Platform for Innovation  

         (E-HAPI)

31    Ibid.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180

첨단 추진 시스템과 혁신적 신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의 범용화가 가능해진다.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다. 최근 수 년간 

테슬라(Tesla)로 대표되는 전기차의 급발전으로 항공기 배터리 

기술도 크게 발전하기는 했으나, 배터리 한 개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은 여전히 초소형기 외에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수준이다.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은 배터리 무게다.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항공기의 이착륙 시 무게가 동일하다. 통상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항공기는 이륙 시 가장 무겁고 운항을 하면서 연료를 연소하면 

착륙 시 무게가 가벼워진다. 따라서 배터리 무게와 배터리 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약적 해결책이 없다면 완전 전기 항공 

기는 초단거리 비행에만 적용할 수 있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은 지난 몇 년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에 전기 엔진을 도입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테스트와 

인증, 표준을 거쳐야 한다.

배터리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 항공기의 

운항 만으로는 CO2 배출량이 제로이지만, 리튬 등 원재료를 얻고 

배터리를 제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발자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운항 중 배터리 저장과 충전 기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2022  No.24

181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항공사, 제조사, 공항 등 관련 

하위 산업은 180도 변화한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각 부문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 항공기 운영 비용 

전기 항공기 운영 비용은 언젠가 제트연료 항공기 운영 비용과 동등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ATAG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항공기 

전동화를 위한 총비용은 현재 유닛 단위 전력 비용인 메가와트시(MWh) 

당 미화 69달러를 기준으로 약 8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2050년 예상 전력 비용인 메가와트 시 당 34달러를 적용하면 39억 달러 

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비교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는 메트 

릭톤(mt) 당 635달러인 현재 기준32을 적용하면 2050년 운영 비용이 76

억 달러에 달한다.

완전 전기 항공기 수요 

2050년에 완전 전기 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려면 51~100인승 중형기 

약 3,800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9~19인승 

소형기 1,750대가 운항 중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돼 전기 항공기 

시장이 커지면 더 작은 단위의 지역 간 운항 또는 외지를 오가는 운항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33

정비소요시간(TAT) 관련 비용 

전기 항공기의 재충전으로 인한 정비 소요시간(turnaround time, TAT)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료 제동장치, 흡기구, 배기구, 소화장치 등 

구조가 복잡해 누유 점검, 드레인, 주기적 클렌징 등 많은 절차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기존 항공기에 비해 전기추진 시스템 아키텍처는 기술의 

밀집도는 있지만 구조적인 단순함이 있다. 또한 배터리 충전시간이 지속 

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전기항공기 사용 시 재충전에 따른 TAT의 

증가는 항공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2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Jet Fuel Price Monitor
33    The Cirium, Fleets Database   
34    Schäfer, Andreas W. et al.(2018), Technolog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spects of All-Electric Aircraft. Nature Energy

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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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항공산업 넷제로 달성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완전 전기 항공기를 

만들려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화석연료 항공유의 에너지 밀도는 약 1만2,000Wh/kg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2018년 기준 최고 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50Wh/kg을 기록했고,34 2050년에 이르면 800Wh/kg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거리 전기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750~ 

2,000Wh/kg 수준이다.

배터리 탑재를 위한 설계 기술 전기 항공기가 19인승 이하의 소형기 단계 

에서 벗어나 대형기 운항으로 나아가려면 항공기 설계 기술도 같이 발전 

해야 한다. 약 50인승의 지역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항공기 주류 기술 

전반이 개선돼야 하고, 약 100인승 협폭동체 항공기는 전기 모터의 

무게와 쿨링 문제를 해결해 줄 ‘경량 고온 초전도 전기 모터’(lightweight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ng electric motor)가 필요하다. 

배터리 충전시설 전기 항공기를 전면 도입하려면 공항마다 항공유 

주유시설 대신 배터리 충전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소형기는 60kW DC 

(직류전류) 정도의 충전시설로도 충분하지만, 중대형기의 경우 3.5~ 

7MWh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충전 시간이 길어져 TAT가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현재 공항에 설치된 90kVA(킬로볼트-암페어) 

전력망을 증강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하드웨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배터리 충전시설이 붐비는 시간에는 여분 배터리 

팩으로 아예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추가 물류 비용이 든다. 또한 배터리 교체는 주요 정비 또는 

설계 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공항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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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향후 수 년간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소는 무탄소 

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신 항공기의 내연기관에 투입해 

추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를 이처럼 대체연료로 사용하면 

대형기에도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소는 전기 항공기의 

연료전지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항공산업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를 도입하려면 대규모의 수소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 수소(green hydrogen)의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급 인프라도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수소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IATA는 2035년경에는 수소 

항공기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35

수소는 SAF 생산에 주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직접 에너지원 

으로도 활용된다. 수소는 연료전지 형태로 전기 항공기에 에너지를 제공 

하고, 가스나 액체 형태로 직접 연소할 수 있는 대체연료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수소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가운데 항공산업의 

수소 기술 실험과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린 수소 또는 블루 수소(blue hydrogen, CCS를 통해 얻은 수소)

를 사용할 경우 완벽한 탄소 제로 배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미세입자와 

산화질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형 항공기에 수소 연료전지를 

도입할 경우에도 미세입자 배출이 없어 비행운 생성을 줄일 수 있다. 

항공기 시스템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소 항공기는 기존 항공유 

기반 항공기에 비해 보통 70~90%의 기후 영향 감축 효과가 있다. 유럽 

항공산업의 넷제로 계획인 ‘데스티네이션 2050’(Destination 2050)  

은 항공산업의 수소 수요가 증가하면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이 60

메가톤(MtCO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 공동 혁신 및 

리서치 조직인 ‘클린 항공’(Clean Aviation)은 ‘클린스카이2’(Clean 

Sky2)36계획에서 2050년 항공산업의 액화수소 수요량이 40~130메가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IEA는 ‘2020 에너지 기술 전망’(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보고서에서 2070년에 이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량 중 약 20%를 항공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35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June 2022), New Aircraft Technology    
36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수소 항공기의 넷제로 
효과와 상용화 시기 전망

수소 항공기,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3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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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산업의 에너지 수요량(ATAG 전망)

출처: 항공운송행동그룹(ATAG)

단위: 석유환산메가톤(M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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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행동그룹(ATAG)은 101~210인승 항공기의 추진 기술로 

유력시되는 수소 항공기 도입에 대해 제시한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 

수소 항공기가 2035년경에 상용화된 후 101~210인승 세그먼트에서 

2042년경에 드롭인 연료(drop-in fuel)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면 100% 

수소 항공기 생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항공산업의 

수소 수요량은 2050년에 43메가톤(MtH2)에 이르고, 2060년에는 79

메가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이는 해당 년도에 예상되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에너지 수요량의 20% 및 33%에 각각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01~210인승 세그먼트에서도 SAF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연료 기반 추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항공기가 계속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7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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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항공기를 만들려면 항공기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 액화 

수소는 영하 253℃의 극저온 특수 탱크에 저장해야 하고, 연료 기반 

항공기에 비해 에너지 단위당 무게는 낮지만 부피는 크다. 따라서 액화 

수소 탱크는 항공연료 탱크보다 약 네 배 커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연료 

분배 시스템과 엔진을 항공기에 탑재해야 한다.

수소 항공기 도입을 위한 
기술적 해결 과제

수소를 연료전지 또는 직접 연소 형태로 활용하는 항공기의 시대로 전환하려면 수 십년간 항공 

연료를 중심으로 최적화돼 온 항공기 기술, 에너지원, 인프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수소 항공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단거리 운항 항공기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 엔진을 가동하면 승객당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거의 제로 배출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거리부터는 액화수소를 저장할 특수 

탱크를 탑재하기 위해 연장된 형태의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처럼 주날개와 동체 

내부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장거리 운항을 위해서는 더욱 긴 기체와 

더욱 큰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터빈 엔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SAF와 비교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따라서 2050년 이전까지 중장거리 비행에는 수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액화수소의 무게가 줄고 특수 탱크 제작을 위한 신기술이나 신소재가 

개발되면 중장거리 비행에도 수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날개 동체 혼합형(blended 

wing body) 항공기에는 기존 항공기보다 더 큰 탱크를 탑재할 수 있다.

수소를 연소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CO2와 NOx 등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지구온난화 원인인 수증기 배출량은 증가한다.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 수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의 세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너지를 포집하는 대체 열역학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수소 항공기를 도입하려면 액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넷제로의 마지막 전선 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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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20210),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39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40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1    Ibid.
42    Ibid.
43    Universal Hydrogen
44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5    Universal Hydrogen

항공산업의 수소 전환은 여타 산업의 수소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기회와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산업 참여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

수소 생산비용

IEA의 넷제로 시나리오38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평균 

비용은 현재 킬로그램(kg)당 3.5~7.5달러에서 2050년에는 1~2.5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CUS를 통한 천연가스 생산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여기에 유통·액화·저장 등을 위한 비용 약 1.2달러를 추가할 

경우, 수소 생산비용은 현재 4.7~8.7달러에서 2050년 2.2~3.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ATAG의 가장 공격적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항공산업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드는 총합 생산비용은 

현재 1,700억~3,700억 달러에서 2050년 900억~1,600억 달러로 

떨어진다. 현재 항공연료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드는 생산비용인 총합 

650억 달러와 비교하면 수소 생산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3~6배, 2050

년 기준으로 1.4~2.4배 많다. 2050년까지 탄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소와 

기존 항공연료 간 생산비용 격차가 달라질 것이며,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것이다. 기술 발전 양상과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 생산비용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민간 합동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신규 항공기 비용

ATAG는 항공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해 2035~2050년 100~210인승 

세그먼트에서 약 2만4,000대의 신규 항공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39  

‘클린스카이 2’의 수소 항공 연구40 에 따르면, 액화수소 탱크의 기체 통합, 

복잡한 구조의 연료 분배 및 추진 시스템, 항공기 크기 확대 등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연료 기반 항공기보다 수소 항공기에 항공사들이 더 많은 

자본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수소 항공기는 기체가 더 크고 

수소 항공기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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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탱크는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정비 비용이 최대 

47%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추진 

시스템과 탱크의 보수정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41 

정비소요시간(TAT) 제반 비용

TAT가 늘어나면 항공기 보유 수가 동일한 경우 비행 주기가 7% 줄어42 

수익이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유 항공기 수를 늘리면 

운영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수소의 경우 항공기 투입 시간이 기존 

항공연료에 비해 최대 20% 늘어날 수 있지만, 항공사의 운영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니버설하이드로젠

(Universal Hydrogen)사가 개발 중인 ‘팟’(pod) 형태의 액화수소 투입 

시스템43 등 수소 항공기 설계 단계에서 연료 투입 시간을 단축하려는 

연구개발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2) 공항

인프라

수소는 압축 또는 액화 과정을 거쳐, 작은 공항에는 화물 트레일러로, 큰 

공항에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적을 때는 화물 

트레일러로 공급하고 많아지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려면 추가 인프라 비용이 들지만, 각 지역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육상 운송 등 다른 용도로 수소 도입이 일반화되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공항에 공급된 이후에는 연료 급유 트럭이나  

플랫폼, 스테이션 등을 통해 항공기에 수소를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액화수소 급유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고압·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송유 시스템보다 5배의 비용이 든다.44 유니버설 

하이드로젠사는 기존 복합 컨테이너 화물 네트워크 대신 모듈 캡슐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45 연장된 기체에 맞춰 공항의 게이트 

박스 사이즈도 커져야 하는 등 수소 항공기를 도입하면 공항의 여타  

인프라 개조도 필요하다. 다만 수소 항공기 개발과 설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니 만큼 기체 길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게이트박스의 사이즈를 

조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인프라 투자

수소 항공기로 전환이 이뤄지면 공항들은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현황과 

계획, 기술 발전 등에 맞춰 투자의 시기와 가용성, 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항 운송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공항 설계도 변경 등 간접적 인프라 

비용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른 산업에서 수소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시너지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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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도 있다. 공항과 관련된 육상 운송(중량화물 물류, 버스, 견인차 등) 

부문에서 수소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위해 마련된 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에너지 공급업체

수소 생산

저탄소 공급원으로 만든 수소는 항공산업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대체로 석탄 기반의 블랙 수소

(black hydrogen), 천연가스 기반의 그레이 수소(grey hydrogen), 갈탄 

기반의 브라운 수소(brown hydrogen)이며 일부 CCUS를 통해 블루 

수소(blue hydrogen)가 생산된다. 수소 생산 방식은 결국 전기 분해를 

통한 그린 수소(green hydrogen)로 나아가야 한다. 수소 항공기 전환이 

이뤄지면 공항이나 공항 근처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지역 

공항의 경우 50메가와트(MW)의 전기 분해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고, 대형 

공항의 500메가와트의 시설이 필요하다.46 ATAG는 수소 항공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2,200테라와트시(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47  

자본조달 및 투자

항공산업은 본디 자본 집약적이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항공 

산업의 넷제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제품 

개발, 제품 인수, 인프라 구축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규제기관

명확한 표준과 인증 절차 

안전성 검증이 매우 엄격한 항공산업에서 수소 항공기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고도의 표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항공연료 

기반 항공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증과 표준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고된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46    CleanSky (June 2020), Hydrogen-Powered Aviation: Preparing for Take-Off
47    Air Transport Action Group (September 2021), Waypoint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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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모든 것이 극도로 신중히 이뤄지는 영역이다. 고도의 혁신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도입할 때 극도로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 안전성 검사를 거친다. 지금까지 열거한 

신기술들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상용화가 시작된 후에도 항공산업만의 특징적인 장애물들이 대대적인 

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새로운 기체 구성 또는 추진 시스템은 한층 엄격한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중 

일부는 상업용 항공에 요구되는 명백한 안전성 수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인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항공기와 기술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투자에 나설 것이다. 항공기는 매우 

값비싼 자산이므로 고장으로 인한 보수정비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은 전혀 새로운 운영 및 보수정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항에 그린 전력을 공급하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원과 에너지 수송 

경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 항공연료 기반 항공기보다 급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전기 항공기의 경우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대형 충전소도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는 기존 제트기보다 속도가 더 느릴 수 있고, 비상상황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항적 난기류 대응 프로토콜도 달라질 수 있다. 항공교통 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 시스템 또한 이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

승무원부터 지상 인력, 보수정비 인력, 항공사 직원까지 새로운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력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는 기존 제트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일반 승객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다.

항공산업, 마지막 허들을 넘어 탈탄소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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