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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수소사회?
 왜 수소에 투자하는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비전) (END-PICTURE)
 수소사회 전환의 장애요소는? (bottleneck)
규제,기술(제조/저장/운송/보급/활용),기타
 장애요소 해결 주체와 방법, 가능성은?
수소생산
화석연료

재생에너
지

천연가스
석탄
원유
태양광/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수소저장/운송/보급
배관

수소추출
정제
수전해

고압용기

수소 활용
수송용

저장

가정/상업용
발전용

액화탱크
화학공업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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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수소경제(사회)의 정의
에너지시스템 측면의 접근
(제레미 리프킨)

일반적인 접근
1차
산업혁명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산업혁명

4차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
차세대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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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수소에 기반한 청정,
무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1. 수소 사회 전환

Vehicle for the future?
A portfolio of technologies is likely
Long Distances
Heavy Vehicles
Hydrogen & Fuel Cells
Plug-in-Hybrids

Mass Market

Plug-in-Hybrids

Short Distances
Light Vehicles

Battery Electric

Mass Market

Advanced Biofuels

Long Distances
Heavy Vehicle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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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저장이용

1. 수소 사회 전환

Electricity, Hydrogen from Clean Energy

Fossil Fuel

Biofuel

Hydrogen
Electricity

Storage

Fuel for Transportation

1 Day
10
Billion
year

1 Year

재생에너지분야의 일자리는
전세계 980만개
Renewable Energy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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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수소경제로의 전환 동력: 지속가능성 (요약)
1.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
- 이해관계자 소통/파트너십/협업
- 정책일관성
- 전원 믹스 (타에너지원과의 조화와 협력)

에너지 안보: 다양한 원료
에너지 효율: 효율적 에너지 이용/분산전원
•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 저탄소 발전시장 확대

3.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수송과 에너지 부분의 신상품/공급망 구축
4. 환경적 우수성
- 신기후체제 대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 미세먼지 대책/대기질 (NOx, SOx, Particulates):
수소전기차
수송분야에서의 미세먼지저감/대기질 향상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three current
megatrends in energy
재생에너지
-수소

Decarbonization-climate change
Decentralization-distributed energy
adoption
Digitalization-smart electric grid

* 미세먼지 오염도 기여율 : 수도권 23%(디젤차), 베이징 45%(이동오염원)
*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디젤차 운
행 제한(독일 슈르트가르트, 프랑스 파리),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미국 캘리
포니아州, 캐나다 퀘백州 등) 등에 따라 미래자동차시장 확대 전망

프로컨슈머
ICT가 융합된 혁신적인 에너지시스템

“대형-중앙집중-환경오염”형

수소의
역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분산형
시스템

“소형-지역-친환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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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IPHE
Australia, Austria, Brazil, Canada, China, European Commission,
Germany, France, Iceland, India, Italy, Japan, Republic of Korea
Norway,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South Afric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18)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2003 창립)
(Source: www.iphe.today)
8

1. 수소 사회 전환

수소위원회 출범 (Hydrogen Council)
2017년 1월 17일, 다보스 포럼(Davos World Economic Forum)에
서 새로운 수소협의체(Hydrogen Council)가 수소를 청정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난화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구성됨.
(기사원문: https://phys.org/news/2017-01-firms-hydrogengreen-energy-source.html)
BMW, Daimler, Honda, 카와사키, 현대 토요타, 에어리퀴드, 린데,
Alstom, Engie, Shell, Total, AngloAmerican 등 총 13개 기업 참여
로 시작
* 수소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이 될 것
• 기업들은 수소기술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제
정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할 것
• 수소는 수소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저장 활용
에도 유용한 수단.

중국 3개 자
동차 회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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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수소위원회: hydrogen scaling up (2017.11)

 비전: 2050년 수소경제
 수소는 지구온난화 2°C 시나리오에 요구되는 에너지변환의 중추
 7가지 역할로 각 응용분야에서 수소는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이득을 제공
 대규모 재생에너지 융합과 동력생산을 가능하게 해줌.
 지역/분야를 넘어선 에너지의 분배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증대시켜줄 버퍼 역할
 수송분야- 수소와 연료전지는 수송분야의 탈탄소화
 산업에너지의 탈탄소화와 고온열 제공
 열/동력 생산- 수소는 열/동력생산의 탈탄소화에 기여
 산업용 원료- 원료용 수소는 탈탄소화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기반 수소 대
체 가능
 수소비전 달성은 전세계의 에너지시스템, 환경, 사업에 현저한 이익을 창출

10

1. 수소 사회 전환

수소관련 국제 조직- 연관성
IPHE
정부-정부

MissionInnovation

수소위원회
산업체-산업체

정부 + 투자자

IEA-HIA
연구자중심의 국제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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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 사회 전환

수소사회 – 아직은 낯설지만 갈 방향!
Big Issues…

Hydrogen &
Fuel cell
폭스바겐 스캔들
1.
2.
3.
4.
5.

충전속도? 무게?

Crisis of the technology?
Regulation?
Technological or Cost Breakthrough?
Public Acceptance
Active niche market?

Zero Emission
Vehicle
COP21

Local Pollution
(Air Quality)

이동통신용 비상전원, 포크
리프트

중국의 참여: 시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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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수소시장
수소의 역할과 시장 (2050)
수소가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면 CO₂ 배출량은 현재보다 연
간 약 60억톤 감축 (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CO₂ 삭감량의 약 20%
에 해당)
- 2조5,000억달러에 상당하는 비즈
니스
- 3,00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 2030년까지 1,000만~1,500만대의
연료 전지차, 50만대의 연료 전지트
럭 보급
- 산업 공정에서 원자재, 열원, 동력원,
발전용과 저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
소 사용이 증가 할 것
- 수소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

수소-연료전지 시장, 2025년 66조 규모로 성장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동향’
보고서(Market-Report)
IRS (Information Research Service Global), 2017.8)
일본내 수소시장, 2030년 6조원
(자료 : 후지경제연구소)
2012: 674.46 M$
2017: 1309.81 M$
2022: 2613.75 M$ (2.6조원)
* Global Hydrogen and Fuel Cells Market
Research Report 2017 (QYR Energy Research Center)

(2017. 11, 수소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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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수소연료전지 – 우리나라는?
1973 1ST Oil crisis
1979 2ND Oil crisis(shock)

IPHE (2013.11 발족)

1977 IEA-HIA 발족
1988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 1987.12.4, 법률 제3990호, 산업통상부)
1989 KHNES 창립

2004~2009 수소연료전지사업단
KETEP (연료전지 PD)

산
업
통
상
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발족(2017.2)
국회수소법률안 제출 (2018.4)
수소경제추진위원회 발족 (2018.9.12)

1970’S

16~23 신재생 하이브리드이용 미래에너지저장기술 (정부 총370억)
2015~2020 차세대 수소에너지 원천기술개발 (총 140억)

1989~92 수소관련기초연구(총 3.5억)

2011~2016 자기냉각 액화물질 사업단(연 40억)
2003.10~2013.3 고효율 수소제조·저장 · 이용기술개발사업단(21세기 프론티어)(총 999억)
2000.10~2003.9 고효율수소제조기술개발사업(총25억)
2000 수소제조기술개발 기획
1999 새천년기획연구(STEPI)
1997-2016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VHTR)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으로 개정(2004.12.31, 법률 제 7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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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우리나라 경쟁력- 2011? 2017? (M&A와 상황 변화)

시장진입전략(go-to-marcket strategy), 생산
제품 포트폴리오(product portfolio), 파트너
십(partnerships), 혁신 (innovation), 범위
(reach), 시장점유율 (market share), 가격책정
(pricing), 지속능력 (staying power) 등 분석
1. FuelCell Energy, 2. UTC Power, 3.
Hydrogenics, 4. POSCO Power, 5. ClearEdge
Power, 6. Ceramic Fuel Cells, 7. Fuji Electric,
8. Panasonic; Toshiba Fuel Cell Power;
Eneos Celltech, 9. Topsoe Fuel Cell, 10.
Bloom Energy, 11. Intelligent Energy, 12.
Baxi Innotech, 13. Ceres Power
14. Hexis, 15. GS Fuel Cells

출시전략(go-to-market strategy), 제
품 포트폴리오 (product portpolio),
파트너십, 혁신 (innovation) 등 분석
1 Daimler, 2 Honda, 3 Toyota, 4
Hyundai-Kia 5 GM , 6 SAIC, 7
Renault-Nissan, 8 Ford, 9 BMW
10 Riversimple

Ulf Groos, Dietmar Gerteisen,
Christopher Hebling, Department Fuel
Cell Systems, Division Hydrogen
Technologies,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 Hydrogen &
Fuel Cells 2017
www.h2-ise.com, www.ise.fraunhofer.de

(자료: http://www.pikeresearch.com/research/pikepulse-light-duty-fuel-cell-vehicles) (2011)

(자료: http://www.pikeresearch.com/research/pike-pulse-report-primepower-fuel-cell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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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우리나라 수소경제 구축 여건/역량
글로벌기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
LG퓨얼셀시스템즈

세계 최초 양산 설비

수소전기차

일본 동경올림픽 2020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2022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출시 2018
정부의 보급계획 (2022 누적 1.5만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베드

산업기반 육성
기존 자동차부품
전기차와의 공유

소재/부품

연료전지

H2
지자체

수소생산
부생수소/수소공급
국내 자원의 동원능력 (10만톤, 50만대분)
(재생에너지근간 자원량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역안배된 부생가스공급망

수소충전소

지역 특성에 맞는 산
업화/보급 방안
충남/대전/광주/울
산/창원 등

정부의 선언
2020: 100기, 2022: 310기
(2018)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
기준·차량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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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수소산업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
업 육성
-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분야 글로
벌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
관산업의 기반 확보
- LPG/CNG 차량/충전소에 대한
경험

- 협소한 내수시장/수출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
국제경쟁력 확보 불확실성 증대
- 미국,독일, 일본의 선진기업대비 기술경쟁력 취
약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취약 및 과다한 수입의존

기회(Opportunity)

강점-기회(S-O)전략

약점-기회(W-O)전략

- 신기후체제 대응책으로서 국제
적/국가적인 관심사
- 수송용/열병합용 등 다양한 적
용시장 및 신시장 창출
- 블랙아웃에 대한 대비
- 미세먼지 대책

- 수소관련 공급망 (supply chain):
상생/공존가능한 생태계 조성
- 융합기술 개발 및 선제적 투자

-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과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
장진출을 통한 내수시장 성장과 수출시장의 균
형 확립
- 차별화된 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반과 핵심기업 육성

위협(Threat)

강점-위협(S-T)전략

약점-위협(W-T)전략

-세계 최대의 시장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업체의 성장과 파트너십/
시장확대 전략*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미국 등 주
요시장에서의 기회 축소
- 아베정권, 2020 동경올림픽 이
후의 구체적 계획***

- 공동부품화/기술개발로 가격경
쟁력 확보**
- 혁신기술개발과 고성능 신제품
출시로 시장선점 및 유지

내부요인

국내 수소산업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분석
외부요인

- 재생에너지융합기술 및 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 소재/부품/장비의 특화개발 및 선진국과의 제
휴에 의한 기술격차 해소

* 캐나다 발라드와 중국기업의 파트너십 (버스, 선박용). 광저우사무소 개소(‘17.2 Guangzhou Ballard Power Systems Co., Ltd
버스생산능력 5천대/년
** 일본의 통합브랜드 에네팜은 스택을 제외하고는 공동부품화 전략으로 단가를 낮추었다.
***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구체적, 이후는 불확실하나 지속적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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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수소산업 현황 (연료전지/수소전기차/충전소)
ㅇ (국외) 대용량 연료전지 기술 및 FCEV (수소전기차)개발을
위한 기업 간 인수합병, 기술 교류 및 연구개발 협약 체결 등이
활발히 추진됨
-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은 북미 주도하에 SOFC, MCFC, PAFC
등 대형 발전을 위한 연료전지 개발 및 생산 위주였으며, 점차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등에 의해 글로벌 경쟁 구도가 형성됨
- FCEV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독일 및 한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 중이며 고출력 밀도의 자체 개발 스택을 탑재한
FCEV 양산 및 판매 추진

ㅇ (국내) 정부의 산업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소 건설 수
주 경쟁, 수소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사업, FCEV 양산을 위한
부품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 확대
- 지자체-공기업-대기업 컨소시엄 형태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
트 수주 참여 및 연료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활발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개발 및 시장 선점 계획에 따라 계
열사 등 관련 기업들이 부품 기술 개발 및 양산 시설에 투자 중
이며, FCEV 대여·시범 운행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FCEV 보
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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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 KETEP 기술수준평가
시장전망
전체

• '25년 41GW (237억불)
- 단기시장: 미국, 한국 발전용, 일본 건물용 시장
주도, 온실가스 감축, 연비규제 수송용 시장 급성
장 예상
• 저가 셰일가스, 보급정책으로 미국 및 한국 시장 주
도 연평균 31.3% 성장 전망
• 고효율 복합발전 SOFC 시장 확대 전망
- 포스코에너지, 스택 내구성 향상기술확보
- 17년 두산 국내 70MW/년 공장 완공, 수출주력
- LGFC 국내 SOFC 설비 투자 , 실증

발전용

건물용

• '20년 일본 5백만원/대, 누적140만대 전망
• '20년 유럽 8만대/년, 일본 30만대/년 시장 예상
•차량 연비규제로 인하여 '20년 이후 급성장 전망
(연평균 45% 이상 성장)
•'25년 일본 2백만대, 미국80만대, 독일 65만대, 한
국 10만대 도입

수송용

수소인프라

•
•
•
•

'20년 이후 수소충전소 급성장
유럽중심 P2G 확대.
장기적으로 신재생 수소 생산으로 전환
'50년 일본 본격 수소사회 진입 국내외 수소 supply
chain 완성

시장예측
우리나라 기술수준
(비교대상)

0
축소

축소

확대

100

`

발전용

`

건물용

확대

` 60%

수소인프라
확대

90%

`

수송용

축소

>95%

95%

(미,한]
(일본]
(일본]
(유럽]

설문평가


2014, KISTEP 기술 수준평가: 수소기술 73.6%,
기술격차 5.6년

축소

(2012년에 비해 기술수준 격차가 더 벌어짐.)

확대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분양의 기술수준 77.9%,
기술격차 4.6년 대비 평균 이하임.

축소

확대



동 보고서에서 수소전기자동차(친환경자동차기
술)은 82.8%, 3.3년

출처: 2017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청회, 수소연료전지 분야, 2017.06.09, 양태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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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시장, 수소산업 동향과 경쟁력

충남 대산공단
생산:585kt/yr
소비:566kt/yr(97%)
판매:19kt/yr (3%)

강원

서울

전남 여천공단
생산:371kt/yr
소비:221kt/yr(60%)
판매:150kt/yr (40%)

*간선급행버스(BRT)에 수소버스 적용 검
토(행복청)

충남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육성
(~’21):708억원
-수소차 부품개발 및 기반 구축, 수소에너지
포럼개최(5대핵심부품개발/부품시험인증장
비구축/인력양성/부품차량실증)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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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버스 실증 운행중 1대(‘13.6~)
상암충전소 및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

세종

창원

울산
생산:899kt/yr
소비:820kt/yr(92%)
판매:79kt/yr (8%)

*올림픽기간 수소차 운행예정(승용70/버스2)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 추진예정
-수소생산기반:신재생에너지/LNG
-수소사업 :카셰어링, 빌리지 및 발전소 구축

울산

*수소산업 육성방안 로드맵 수립중
-수소충전소 부품개발 및 수소차 부품개발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운영중 15대(‘17.3~)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21):3030억원
-자동차 전용 산단 및 친환경자동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수소전기차 택시 시범사업 10대(‘16.12~)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사업(‘15~’18)
-부생가스기반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및 실증

3. 수소생산경로와 주요 기술(단기)

단기/장기 수소생산 경로

1.

자료: http://www.hydrogen.energy.gov/pdfs/review15/pd000_miller_2015_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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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생산경로와 주요 기술(단기)

수소생산기술 연구 체제
Raw Material

Fossil Fuel

NG
LPG
Liquid Fuel
Coal(?)

Technology

Reformer
Dispenser
Compressor
Valve/Regulator
Integration

CO2
Separation
/Disposal

Technical Data

IGCC

Non Fossil Fuel

Electrolysis

Water Splitting

Optimization

Photochemical

Nuclear
Nuclear-Hydrogen
Program
(MSIP)

Safety:
Codes / Standards

LTE

Hydrogen Station

HTE

R&D

Thermochemical

Biomass

Off-site/
On-Site

Off-site/
On-site

Biological

Gen IV
IS cycle

HTGR

KAERI

H2 Production
/Integration

KIER/KIST

23

Centralized
Production

3. 수소생산경로와 주요 기술(단기)

주요 핵심기술 (개질)

열 및 시스템 통합 수소생산유
닛 최적화

공정 최적 촉매 설계/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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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생산경로와 주요 기술(단기)

주요 핵심기술 (수전해)
이엠솔루션

•
•
•
•
자료:http://www.yesems.co.kr/kor/business/energy_h2_station.html

25

엘켐텍
Stack 효율: 90%
수소발생압력 100 bar
PEM 개발

4. 수소저장기술(단기)

수소 저장기술 비교

Source: Ulrich Eberle, Michael Felderhoff, and Ferdi Schth*, Chemical and Physical Solutions for Hydrogen Storage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2009, 48, 6608-6630

26

4. 수소저장기술(단기)

가스 고압저장 및 공급


공급순도
- 초고순도 99.9999%이상
- 고순도 99.99%이상

-

공급방법
Pipe Line에 의한 공급
Tube Trailer(180대)에 의한 공급
실린더 집합대(25본 묶음 등)
실린더(40리터, 47리터)에 의한 공급

Source: 2015 Annual Merit Review and Peer Evaluation
Meeting June 8 -12, 2015

(사진자료: 덕양, http://www.deokyang.com/product/hydroge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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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저장기술(단기)

수소저장용기
국내 등록된 CNG차량은 총 4만314대며, 이중 버스
등 승합차가 3만1225대로 전체 77.2%를 차지하고 있
다. 승용차는 7939대로 19.7%, 화물차 등 기타 차량이
1260대로 3.1%를 점유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

자료- Quantum Fuel Systems Technologies Worldwide, Inc 발표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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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저장기술(단기)

용기 구조와 제조법의 개선
• 수소저장용기 제조법
• 경량화/최적화
–

도요타 자동차 사례

• 탄소재 제조업체와 Spec 등
- 도레이 외

탄소재 대량생산(고도화된 자동
설비) 과 저가화
-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카본
밸리) (효성)
- 탄소 대체제
*한국카본, 효성, 태광산업

NK, 일진컴포짓,롯데케미칼, 대흥정공

http://pi.hyosung.co.kr/downloads/carbon_brochure.pdf
-

29

2008년 탄소섬유 개발시작
2010 H2550 Precursor와 카본파이버 개발 성공 (T700)
2011년 500MT/y 생산 개시
2012 H3055 개발 (T800)
2013 년 2000MT/y 프리커서 4000MT/y

5. 우리나라 수소 정책 및 연구개발방향

수소경제사회 비전 및 정책방향과 실현 로드맵

단계별 전략
 현재 설정한 보급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
보급 로드맵의 모니터링/ 피드백

 도전적 장기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차세대 기술)
성능,내구성 등 경쟁력 향상/유지
(예시: 일본 NEDO, 성능/내구성 기존대비 10배 상향)

 국내 자원의 최대한 활용 (바이오매스/재생에너지) (Prosumer)
에너지 해외 의존도 저감

 에너지간 융합 (재생에너지-수소) (HESS)

단계별 목표(예시)
1.
2.
3.

수소이용확대(버스/차
/트램/포크리프트)
발전용 확대/수소공급
확대
클린수소 공급이용시
스템 확립

통합/협력/모니터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지자체-산업체간 역할분담 및 조화
정부 각 부처 및 각 부처 관리기
관 CTR
 시급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시장중심의 기술 확보 추진)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에 맞는 역할 부여로 산업체 지원 및 정책 방향 제시
(예시: 수소품질, 수소인프라 등의 분야 지원, H2First)*
* H2FIRST (Hydrogen Fueling Infrastructure Research and Station Technology)
•
수소공급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미 에너지부가 샌디아국립연구소(SNL)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를 축으로, H2USA를 지원하도록 만든 프로젝트
•
국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존 능력을 바탕으로, 충전소를 짓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충전소의 능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등 수소충전인프라에 집중함으로써,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보급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

30

5. 우리나라 수소 정책 및 연구개발방향

(예시) 수소충전소 관련 기기의 개발- 저가화/내구성
구분

2015(실적)

2020

2030

수소제조장치(만엔/대)

14300

3300

7500

탈수소화장치

-

15000

9000

고압용기

390

420

360

1

수소압축기

9700

4400

4000

1

수소디스펜서

5800

3100

2800

1

수소밸
브

20

20

10

1

수동밸브

9

8

7

차단밸브

20

19

15

안전밸브

20

20

17

체크밸브

12

12

9

감압밸브

74

72

60

과류방지밸브

40

38

30

유량조절밸브

62

60

48

26

22

18

가스감지기/화염검지기

30473(30~40억) 26491(~30억)

수소충전소
설비
- 국산화
- 저가화
- 내구성
- 안전성 검증

1

23874 (~25억)

(자료: 2017년판 수소연료관련시장의 장래전망 (2017) 후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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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크기 순위 중심
국내외 시장 진출
충전소 보급 활성화 기여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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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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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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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기술 국제표준 현황(ISO/TC197)
ISO 16110-2/2010 연료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수소발생기-효율측정
ISO 14687-1/2008 수소연료-생산규정-PEM용 육상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장치
ISO/TS 14687-2/2012 수소연료-생산규정-PEM용 육상자동차

생산
(0/5)

ISO 22734-1/2008 물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발생기-산업 및 상업용
ISO 22734-2/2011 물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발생기-주거용
ISO/TS 20100/2008 가스수소-충전소
ISO/TS 15869/2009 육상자동차용 가스수소와 수소합성
* ISO 13984/1999 액체수소-육상자동차 연료시스템-인터페이스

ISO 15594/2004 공항수소연료 주입설비

WG명

의장국

규격번호

WG 14

일본

ISO/FDIS
14687-3

수소연료-생산규정-PEMFC 가정용
연료전지

신규제정

WG 17

일본

ISO/NP 17971

수소정제를 위한 PSA시스템
(Pressure Swing Adsorption)

신규제정

-

미국/
프랑스

NWIP/2013

Hydrogen fueling stations
(회람 중)

신규제안

자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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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명

* KS 도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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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에서 주안을 두고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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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소연료전지 적용 실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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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중기, 장기 수소 공급, 분배 방안
 수소 수요 잠재량 대비 실공급 가능량, 공급 잠재량 충분
→ 분배/이송에서 현재 카트리지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가격상승요
인 상존
→ Type3/4 수소 이송 방법을 통해 운송비용 저감 필요

 수소 공급 잠재량 > 수소 수요 잠재량 > 수소 실공급 가능량
→ 해외 대량 CO2 free 수소 수입 방안 마련(수입선확보, 해외직접투
자 등) 및 국내 시설투자를 통한 수소 공급 잠재량 확대 필요
→ on-site 방식 수소공급 부분 확대, 수소캐리어(액체수소, LOHC, 암
모니아)이용 수소 공급 방안 마련

 수소 수요잠재량 > 수소 공급 잠재량 > 수소 실공급 가능량
→ 해외 대량 수소 수입 실시 및 적극적인 국내 시설투자
→ on-site 방식 수소공급 확대, 수소캐리어를 이용한 수소공급 확
대, 수소배관건설검토
→ 수소환원제철, 수소혼소가스터빈, 수소발전연료전지 확대에 대
비한 비탄소 대량 수소제조 검토(원자력수소, 신재생 전력 수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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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Issue 과제
수소융복합스테이션 신뢰성 측정표준 기술 개발 (표준연 백운봉)
연구기간: 2017~2025
예산: 연 24억 내외
◦ 최종 연구목표
- 수소에너지의 민간보급과 안전한 수소사회 건설을 목표로 수소융복
합스테이션 핵심 부품·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표준 기술 개발
◦ 해당단계 연구목표
1) 수소스테이션용 비금속 고분자 실링 소재·부품의 물성 측정표준 기
술 개발
2) 수소스테이션용 금속 소재·부품의 사용 적합성 측정표준 기술 개발
3) 수소스테이션용 수소순도 분석법 및 수소유량 측정 표준 개발

시장 보급형 고효율/컴팩트 가압 고순도 수소생산 유닛 집적화
설계기술 개발 (2017~22, 연 20억원대) (에기연 윤왕래)
- 용량 : 500 kg/day, 개질효율 : 75% HHV↑, 수소순도 : 99.999%, CO :
1 ppm
-고효율/컴팩트 반응기 (탈황, 리포밍, WGS) 및 흡착탑 (PSA) 모듈
원천설계
- 전처리(탈황), 개질 (리포밍, WGS) 및 정제 (PSA)용 촉매 및 흡착제
원천소재 국산화 설계
-열 및 시스템 통합 고순도 수소생산 유닛 최적구성 및 엔지니어링 설계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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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사업/국가전략프로젝트
차세대 수소에너지 원천기술개발 (에기연 김창희)
40억 내외 (2016~2023)
- 차세대 알카라인 수전해 원천기술 개발
- 차세대 광-하이브리드 수소생산 원천기술개발
- 정치형 수소저장 원천기술 개발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저장 기술 (에기연 우상국)
40억 내외 (2016~2022) (4+3)
다차원 산화물 기반 양방향 중온 수전해기술
폐기물 이용 고온 스팀 생산 기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운영 고도화 기술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단장:KIST 배귀남)
목적: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유입, 집
진‧저감, 측정‧예보,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함
총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
총 사업비 : 496억원(정부지원금)
지원규모 : 1개 사업단 (2017년 120억원)
※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서울대 이경훈)
목적: 1)부생‧온실가스의 탄소원(CO, CO2, CH4 등)을 자원으로 활용, 화학
소재‧탄산염제품 생산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신시장 창출
2) 탄소자원화 전체 R&D 중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旣 확보 요소기술의 실
증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원하여 민간 확산 촉진
총 사업기간 : 2017 ~ 2022년(6년, 2+2+2)
총 사업비 : 340억원(정부지원금)
지원규모 : 1개 사업단 (2017년 95억원)
※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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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
- 연료전지 대여사업
- 분산형 에너지프로슈머 사업
- 바이오매스/수소생산을 통한 친환경차 충
전사업 (전기/수소)
- 이산화탄소 /산소 판매 병행에 의한 경제성
증대 (일본산소시장: 9엔/m3)
- PV-FC (더블발전), Tri-generation
- Range Extender (Truck, Bus)
핵심기술의 완성도가 우선
- Forklift, 굴삭기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장단점 확인
-

고압용기(제작방법/카본화이버 또는 대체품/저가화)
MH (hydrogen storage, heat pump, H2 compressor)
Chemicals for H2 storage/ LH2: UAV

- 저가화 및 내구성
현재 각 분야별 융합 사업화 (5년?
10년?)

사회수용성 증대 - 재생에너지 & 수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
북유럽의 경우에는 풍력지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임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해결 등의 사회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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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에기평 기획과제
상반기
수소:
1.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정제시스템 개발
2.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연료전지
1. 발전용 SOFC 고신뢰성 대용량 모듈 및 시스템 개발
2. 주행거리 연장형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소형 전동카트 실증

하반기 (연료전지):
1. 고분자 연료전지 가격저감 및 성능향상을 위한 이오노머 개발
2. kW급 건물용 SOFC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실용화 개발
3. 수출목적형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현지적용 기술 개발
4. 연료전지 물류운반차 모니터링 사업

(자료: 에기평 연료전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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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워킹그룹 중간보고회, 2017.8월, H2KORE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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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워킹그룹 중간보고회, 2017.8월, H2KORE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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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워킹그룹 중간보고회, 2017.8월, H2KORE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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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사회- 수소사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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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수소 관련 정책 비교 요약
일본

미국
∘Hydrogen Posture Plan

대표

∘4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

∘2040년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Department of Energy

생산

독일: NIP*,
Mobility France

∘연료전지 기술 선도 ∘수소전기차

∘셰일 혁명에 의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

상용화 임박

∘천연가스 활용방안 모색

∘신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 활용방안

→ 수소 수요 확대에 대응

∘석유화학 산업 부활

∘부생수소/재생에너지 활용
∘해외의 수소 대량 수입
∘튜브 트레일러 활용

운송

유럽: FCH JU
영국: UK H2 Moblility, 프랑스: H2

∘CaFCP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배경

유럽

∘수소 파이프라인 활용(석유화학 단지
중심)

∘천연가스 개질 방식 확산
∘대규모 풍력단지 중심생산
∘부생 수소 활용

모색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집중형 대량 생산

∘천연가스 활용

∘천연가스 그리드 활용

∘튜브 트레일러 활용

∘수소 파이프라인 활용 (북유럽 일부지역)
∘대용량 지하저장소 구축

저장

∘대용량 저장소 구축

∘CNG충전소 활용(HCNG*)

∘열병합 발전소와 연계

∘수소 탱크 활용(고압방식, MCH* 방식)

∘주유소 연계방식 (수소탱크활용)

∘복합형 클러스터 구축
(수소/CNG/전기/열)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책

∘수소전기차용 수소 충전소 확충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전역으로 확산

∘가스그리드 활용

특징

∘가정용/발전용 등 수소 이용 확대

∘수소전기차용 수소 충전소 확충

∘대용량 수소 저장소 구축
∘수소전기차용 수소 충전소 확충

*MCH: Methyl cyclohexane, CNG: Compressed Natural Gas, HCNG: Hydrogen + Compressed Natural Gas, NIP: National
Innovation Program for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y

46

보조자료- 수소경제사회 국외정책 분석

주요국의 가정/상업용 연료전지 정책 개요
대표
정책

일본

미국

유럽

한국

ENE-FARM

(캘리포니아) SGIP

ene-field

Green Home

-청정에너지
-에너지안보
목적

에너지 캐리어 유연성 확보

-온실가스감축

(NG, 바이오, 수소)

-환경오염물질 저감

-연료전지 산업육성

현황

-피크부하저감

-자가발전

-에너지안보

- 신재생보급(연료전지 포함)확대

-재생에너지균형성

- 온실가스감축

-저탄소 열에너지(FCmCHP)

- 에너지안보

-성장동력화

- 신산업창출

-18만대보급 (2016.9)

-70MW(2012)

-1000대 시범보급

- 149만대 (2020)

-374MW(47%,2012)

-빌딩 열에너지 효율

-530만대목표(2030)

-지속적인 제도개선→기술개 -에너지시스템 전환 보완수단 제 - kW 기준단가 2700만원/대

-50만엔/대
-조기시장진출
기대

-유럽시장으로 확장

효과

-시스템가격 저감
-BOP부품가격 저감

발수요발생

공
-장기적인 탈탄소 효과

-피크부하감소

(수소,바이오,메탄)

-온실가스감축
-바이오가스 상계 제도 → 바
이오 에너지 활용 극대화(융
합), 성능기반 인센티브

-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그리드 - 에너지효율향상
균형수단

- 산업육성

-낮은 현대식 건물의 열에너지 - 고용창출
수요대응

250억엔 (2013)
예산

- 2513대 보급 (2016)

224억엔 (2014)

83M$, 2021까지

53M유로, (2012-2017)

150억엔 (2015)

2차 연장

FCH-JU: 26M유로

104억엔 (2016)

20~30억(2015)
43.18억(2016) (2149만원/대)
40.4억 (2017) (2275만원/대)

1. The fuel cell industry review 2012, Fuel Cell Today (2012), 2. 2014 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 Handbook (2014)
출처

3. FCH-JU: 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 4. FCExpo 2017 METI 발표자료
5. http://greenhome.kemco.or.kr
NG Natural gas, FCmCHP: Fuel cell micro combined Heat and Power, BOP: balance of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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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잉여가스
재생에너지-수소
해외수입 수소
- 관련기술적용
- 해외협력

수소자동차(버스, 포크리프트
포함)
화학원료
에너지저장
수소발전

(source: DOE, 2016)

목표?
현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source: NED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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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 보고서
세계에너지협의회
- 에너지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세계 에너지 이슈 모니터
(World Energy Issues Monitor) 보고서‘*
발행.
-

‘Block Chain”
‘Renewable Energy”
‘기후변화’
‘전기저장’
‘에너지 효율’

* WEC: World Energy Council, https://www.worldenergy.org
* SET100: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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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업 (연료전지)
단계별 전략
세부 기술군

주요기관
(미) Bloom Energy

∙SOFC 기반 건물용 보조전원 공급

(미) Fuel Cell Energy

∙MCFC 기반 100MW급 이상 대형 발전용 분야에 집중

(한) 포스코에너지

∙MCFC 주력, BOP·스택·셀 100% 국산화 완료(‘14), FCE 협력사

(한) 두산퓨얼셀

발전용/가정용

기술개발 동향

∙PEMFC, 스택·연료개질기·통합BOP시스템 분야, 건물 및 차량 공급 연료전지 생산에 집중
화성공장

(한) 대성산업

∙이탈리아 솔리드파워社와 SOFC 방식 연료전지 시스템 공동개발

(한) 에스퓨얼셀

∙후지전기코리아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및 시스템 공급 협력 체결

(미) Ballard

∙PEMFC 기반, Plug Power 등 시스템 업체에 스택 공급

(미) LG퓨얼셀시스템즈

∙‘17년부터 발전용 연료전지(SOFC) 생산 예정

(미) Plug Power

∙PEMFC, 지게차용 연료전지 판매 주력

(미) GE

∙SOFC 개발

(일) 도시바

∙유럽 BAXI Innotech社와 가정용 FC-CHP시스템의 개발 및 판매 제휴, PEMFC유닛 공급

(일) 아이신

∙Bosch와 SOFC기반 가정용 FC-CHP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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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업 (수소전기차)
단계별 전략

세부 기술군

차량용

•
•
•

주요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 현대자동차

∙‘13년 세계최초 FCEV 양산라인 구축, ’14년 미국 내 출시, ’18 넥쏘. ‘18 아우디 H-트론 (부산국제모터쇼)

(미) GM

∙자체 스택 개발, 혼다와 FCEV 공동개발 중이나 별도 브랜드 ‘20년 출시 예정

(미) 포드

∙다임러벤츠,Ballard Power System과 AFCC 합작사 설립 및 공동 개발

(일) Toyota

∙‘15년 FCEV 미라이 출시

(일) Honda

∙FCEV Clarity 개발, 확대노력

(일) 닛산

∙자체개발 연료전지 사용 ‘17년 양산형 FCEV 판매 예정

(독) BMW

∙’20년까지 FCEV 출시(‘15.9 발표), 2013 BMW/도요다 공동개발

(독) Benz(Daimler)

∙GLC class FCEV(SUV) ‘17년 판매 예정, 벤츠/닛산/포드 공동개발

(독) 폭스바겐

∙Ballard Power Systems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국은 2020년 5,000대(100), 2025년 5만대(300), 2030년 100만대 (1,000개소 충전소)(누적기준)
중국시장: 3만대 이상 판매 ‘19 10%, ‘20 12%, 아우디는 크레딧 6만점이 필요하며, 1.2만대 FCEV 해당
크레딧: 350km(5), 250~350km(4), 150~250k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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