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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사회

Fuel Cells

탄소 에너지 (현재) 수소 에너지 (미래)

화석연료 중심

중앙집중식

자원 확보

온실가스 배출 :CO2, NOx, SOx 등

수소 중심

분산/독립식

기술 및 경제 개발로 확보

친환경적 : 부산물 H2O



수소에너지 사회
<자료 출처 : https://tech.hyundaimotorgroup.com>

 H2USA : 민관 파트너쉽

 California Roadmap : 
FCV 상용화

 California FC 파트너쉽 :  
FCV 도입 활성화

미국

 H2 Mobility Initiatives : 
민관 파트너쉽

정부 : 재생에너지의 잉
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
하는 계획을 수립

독일

 H2 Basic Strategy

 Strategic Roadmap for 
HFC

 H2 and FC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일본

FCV 개발 및 보급에
각종 정부 보조

 ‘19년 수소에너지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

중국



국내 수소에너지 현황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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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현황 (‘19)

 현대차 FCV 생산량 :     
4,803대 (세계 최대)

 충전소 :                      
14기 (’18)  34기 (’19)

 연료전지 발전 :     
408MW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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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공급량 : 526만톤/년

그린수소 : 369만톤/년 (해외
수소 포함)

온실가스 감축량 : 2,728여만톤

2040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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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개질 시스템 :                      
해외에는 다양한 용량의
상용제품이 개발되었으나
국내는 중소형 시스템 개
발 중

수전해 시스템 :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은
경제성 확보 기술 개발 중
이나 국내는 원천소재 기
술 등 초기 단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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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미국 : 우주개발로 수소
액화 및 저장 기술

일본 : ‘30년까지 해외
수소 공급을 포함한 대
규모 수소 공급시스템
확립 계획

국내 : 수소 운송 및 대
규모 저장 관련 기술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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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소 공급망 구축 현황

해외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30여 개
기관 (’20.06)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준비 (산업부)

수소 운송선 구축 R&D  
준비 (범부처)

수소 저장〮운송 R&D 수행
(과기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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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FCV는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

철도, 해상용, 항공 등의
응용분야 확대는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

대형 트럭 등 연료전지
우위분야에 관심 급증



국내 수소에너지 현황 및 전략

현황

분산발전용은 세계 최고
기술력 및 시장 보유

경제성 확보가 시급 

시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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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안전〮표준화 기술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미흡

인프라 기술은 HRS 국산
화 추진 중

대형 실증 사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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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수소도시 (범부처), 수소
심범도시(국토부), 수소
클러스터(산업부) 등 대
규모 실증 준비 중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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