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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H2)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

다. 최근 수소경제 또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새로운 에너지원 및 

전기 저장 매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Green Deal과 

함께 수소경제 붐은 일본(2018년), 한국(2019년), 
미국(2020년), 독일(2020년), EU (2020년) 등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마련했고,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수소법,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9월 뉴딜펀드 

등 수소 관련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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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운반/저장하

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

료전지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수

급시스템에 기반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또한 수소

의 생산, 운송, 저장, 충전, 활용에 이르기까지 완결

성 있는 value chain의 구축이 중요하다. 수소는 생

산 방식별로 grey (부생 수소, 천연가스 개질 등), 
blue (grey + CCS 등), green (신재생에너지 이용 수

전해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은 부생 수소가 단기적

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천연가스 
개질 수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이후로는 그린 수소 목표 비중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신재생발전 전망 등을 감안하면 
해외 그린 수소 수입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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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수소전기차는 승용 및 상용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신기후체제 출범 등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 초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1994년 독일 다임러사가 세계 최초로 NECAR1을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완성차가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국내 현대차가 세계최초로 양산차인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다. 1년
이후 다시 일본 도요타에서 세계 최초로 전용 차체를 적용한 미라이 수소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초기시장이 형성되었으

며, 이후 현대차는 NEXO를 2018년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전기차에 해당된다. 2021년
미라이 2세대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 현대차에서도 2세대 수소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

다. 또한 수소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본 기획특집에서는 각국의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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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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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운송/저장 등은 향후 대량 운송 및 효율화

를 통해 수소 도매가격 하락이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초반 부생 수소 운반을 위한 고압 

기체 튜브 트레일러가 증가하고, 고압규제 완화로 

회당 운송량을 늘려야 가격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이후로는 액체 수소 유통을 시

작으로 2030년 이후의 해외 수입 방식은 액체 수

소, LOHC, 암모니아 등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가 

글로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는 수소모빌리티가 전반적

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와 TCO (Total 
Cost of Ownership)를 낮추어야 보급이 확산될 것

으로 판단된다. TCO는 크게 보면 차량 가격과 연

료비(수소 가격)가 중요한데, 차량가격은 초기에

는 구매보조금으로 낮추고, 수소 가격은 디젤 수

준으로 당분간 유지(8,000원/kg)할 전망이나 추후 

기술개발 및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내연기관 수준

으로 낮추어야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는 대량 소비를 위해 

초기에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버스, 트럭 등)가 주

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트럭, 버
스 등 상용차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 수준이나, CO2 등 배출가스 발생 기여도는 

약 46%에 이를 정도로 높아 환경오염 저감을 위

해서는 대형 상용차의 수소전기차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기획특집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기술개발 동

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수소전기차 가격저감, 보
조금을 줄이면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수소전기차의 구동 원리 및 구조

수소전기차의 원리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

기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기

로 모터를 구동하는 형태이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연료전지 스택으로 다양한 연료전지 중에

서도 운전 온도가 저온이며, 출력 밀도 및 시동 특

성이 우수한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가 사용되

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주동력원은 현대자동차 “넥쏘”, 

도요타 “미라이” 등과 같이 연료전지 스택이지만 

2018년 11월에 출시된 메르세데스-벤츠 “GLC 
F-Cell”의 경우 플러그인 수소전기차로 주동력원

이 배터리이고 연료전지 스택은 배터리를 충전하

거나 보조해주는 역할로 사용된다. 수소전기차를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하는 이유는 연료전지를 소

형화 할 수 있고 연료전지의 부하 추종 부담이 줄

어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내연기관 엔진에 탑재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고가인 단점이 있다.
수소전기차 구동 형태는 정상 운전 시 배터리 

도움 없이 스택에서 발생된 전기로만 운행되고 가

속 운전과 저속운전 시에 배터리가 작동된다. 감
속운전 시에는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배터리가 충

전되는 형태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스택 

및 스택에 공기나 수소를 공급하고 스택의 온도를 

조절하는 운전장치, 스택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환

시켜주는 전력변환기, 모터 및 감속기, 스택의 운

전을 보조해주는 보조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전지스택의 핵심부품으로는 막전극접합체, 

Figure 1. Drive type of FC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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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확산층, 분리판/가스켓, 셀전압모니터링, 체결

기구, 인클로저/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

다. 각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막전극접합체 : 수소를 수소이온으로 해리시키고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

기체확산층 : 다공성 탄소 소재로 수소, 공기, 물을 
공급하고 배출시키는 역할

분리판 : 연료를 공급하고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

며 전기를 집전하는 역할

가스켓 : 수소, 공기 및 냉각수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

셀전압 모니터링 : 스택의 각 셀 전압을 측정을 통

한 스택 보호하는 역할

체결기구 : 스택의 구성 부품을 체결하여 내부저

항을 감소시키고 진동 등의 조건에서 스택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

인클로저/인터페이스 : 수분, 충격, 진동 등 스택을 

보호하는 역할

항목 기술구조 기술내용

막전극
접합체

수소를 수소이온으로 해리
시키고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

기체
확산층

다공성 탄소소재로 수소, 
공기, 물을 공급하고 배출
시키는 역할

분리판/
가스켓

 

(분리판) 연료를 공급하고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며 전
기를 집전하는 역할
(가스켓) 수소, 공기 및 냉
각수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
할

셀전압 
모니터
링

스택의 각 셀 전압을 측정을 
통한 스택 보호하는 역할

체결
기구

스택의 구성부품을 체결하
여 내부저항을 감소시키고 
진동 등의 조건에서 스택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

인
클로저/
인터
페이스

수분, 충격, 진동 등 스택을 
보호하는 역할

Table 1. Key Components of FCEV Stack

 

Figure 2. Structure of FC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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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의 운전장치 핵심부품으로는 공기공

급장치, 수소공급장치, 열 및 물관리 장치, 공조장

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부품의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기공급장치 : 공기 중 불순물을 제거하여 스택

으로 공급하는 역할

수소저장장치 :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낮추어 

스택에 공급, 재순환하는 역할

열 및 물관리장치 : 스택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 및 

스택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

공조장치 : 차량 내부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시키는 역할

수소전기차의 수소저장장치의 핵심부품으로는 

고압수소용기, 고압 밸브/배관/레귤레이터, 안전장

치, 수소충전/수소저장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부품의 기능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

리하였다.

고압수소용기 : FCEV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고

압 수소를 저장하는 역할

고압 밸브/배관/레귤레이터 : 수소를 고압용기로부

터 수소공급장치로 보내고 차단하는 역할,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전환하는 역할

안전장치 : 고압용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소 

배출, 차단하는 역할(고압용 압력, 온도, 수소센

서 등)
수소충전/수소저장제어기 : 차량 내 수소저장시스

템을 제어하는 역할과 수소충전소에서 FCEV로 

수소를 충전하고 안전성을 모니터링

2.2. 수소전기차의 기술개발 방향

국내 수소전기차의 경우 1세대인 투산 ix가 출

시되던 시기에는 주행거리, 차량가격, 시스템 부피 

저감이 기술개발 목표였으나, 현재는 품질, 내구연

한, 차종 다양화, 공용화가 기술개발의 주요 목표

로 부각되고 있다. 품질 향상 목표는 대량생산 시 

발생되는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산 공정 

항목 기술구조 기술내용

공기
공급
장치

공기 중 불순물을 제거하여 
스택으로 공급하는 역할

수소
공급
장치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낮추어 스택에 공급, 재순
환하는 역할

열
관리
장치

스택에서 발생하는 열 배
출 및 스택 온도를 유지시
키는 역할

공조
장치

차량 내부 실내 환경을 쾌
적하게 유지시키는 역할

Table 2. Key Components of FCEV BOP

항목 기술구조 기술내용

고압
수소
용기

FCEV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고압수소를 저장하는 
역할

고압 
밸브/
배관/
레귤
레이터

수소를 고압용기로부터 수
소공급장치로 보내고 차단
하는 역할
고압의 수소를 저압으로 
전환하는 역할

안전
장치

고압용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소 배출, 차단하는 
역할
고압용 압력, 온도, 수소 
센서 등

수소
충전/
수소
저장
제어기

차량 내 수소저장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과 수소충전
소에서 FCEV로 수소를 충
전하고 안전성을 모니터링

Table 3. Key Components of Hydrogen Storage System

개선 및 양산 장비 개발, 품질향상 기술 개발 등이 

진행 중이며, 내구는 수소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6만 

km 보장에서 내연기관 수준의 30만 km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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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소전기차 부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승용차에서 수소상용

차로 다양한 차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

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가격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

차의 모터, 인버터 등과 공용화하고 최근 전기차 

플랫폼과 같이 사용하기 위한 수소저장용기 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의 연도별 기술개발 목표를 보면 2010년 제

2차 환친차 기본계획에서 수소전기차는 국산화와 

시범 양산 기술 확보가 목표였으며, 2015년까지 

스택 기술 100% 국산화, 양산 기술 확보 등이었으

나, 현대차에서 2013년도 양산 기술 확보를 앞당

겨 투산 ix가 조기 출시되었다. 2015년 제3차 환친

차 기본계획에서 수소전기차는 국산화와 함께 가

격 저감, 내구성 확보가 주요 기술개발 목표로 설

정되었으며, 국산화는 스택, 운전장치를 모두 포함

하고 국산화 부품에 대해 모두 가격 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구성 부

분에서도 연료전지스택의 내구성 기술개발도 포함

되지만 내구연한과는 다른 진동, 출동 안정성 등에 

대한 안전성 내구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2017년 

산업부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에서 수소전기차

의 기술개발 목표가 수치적으로 발표되었다. 

수소전기차 내구성 : 
10만 km(2017년) → 30만 km(2022년)

연료전지 스택 출력 밀도 : 
2 kW/L(2017년) → 4 kW/L(2022년)

연료전지 스택 백금 사용량 : 
60 g/대(2017년) → 20 g/대(2022년)

이후 2019년 1월에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수소승용차와 수소택시로 구분되어 

내구성 기술개발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2019년 10
월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되면서 

승용 수소전기차의 내구성 목표가 더욱 구체화 되

어 설정되었다.
또한 2019년 12월 다부처 “수소 기술 로드맵”

이 발표되면서 ‘30년까지 승용차 부분의 가격, 효
율, 내구 등의 목표를 Table 5와 같이 설정하였다.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을 보면 Table 6과 같이 2030
년까지 대부분의 기술적 목표가 현재의 내연기관 

수준이 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2030년 이후 수소

전기차의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Roadmap for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2017)

수소차 기술개발 목표

연료전지 스택 효율개선(60→65%)
수소공급장치 -40 ℃에서 운행이 가능한 밸브

공기공급장치 주요 핵심부품의 소재기술 개발

열관리장치 60 ℃ 이상에서 작동가능한 이온필터 소재 개발

전장장치 연료전지 스택용 고압전 직류변환장치 개발

수소저장장치 고압, 내한성 실링소재 개발

Table 5. Targets for Development of FCEV (Passenger Car) in Korea (2019)

목표 발표 가격 내구성 국산화 양산기술

제3차 환친차 기본계획(‘15) 5100만원(‘20) - - 0.4만대(‘20)
수소기술로드맵(‘17) 30만 km(‘22) -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5천만원대(‘22)
수소택시

30만 km(‘22), 
50만 km(‘30)

100%(‘22) 2.5만대(‘22)
10만대(‘25)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 4천만원대(‘25)
수소승용

25만 km(‘25), 
30만 km(‘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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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argets for Development of FCEV (Passenger Car) in Korea (2030)

중점과제 현재 국내 수준
선도국 기술 수준

(국가, 기관)
목표

(2030) 

승용차용 연료전지시스템 가격저감 기술 FCS 가격 30 만원/kW FCS 가격 25 만원/kW
(일본, 토요타) FCS 가격 5 만원/kW

승용차용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FCS 효율 60% FCS 효율 60%
(한국, 현대차) FCS 효율 70%

승용차용 고내구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FCS 내구 16만 km FCS 내구 16만 km
(일본, 현대차) FCS 내구 50만 km

Table 7. Targets for Development of FCEV (Commercial Vehicle) in Korea (2019)

목표 발표 가격 내구성 연비 국산화 양산기술

제3차 환친차 기본계획(‘15) - - - - 버스
  시범생산(‘2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
버스 
  50만 km(‘22)
  80만 km(‘30)

버스 
  12 km/kg(‘22)
  15 km/kg(‘30)

-

버스
  시범운행(‘19)
  2,000대(‘22)
트럭
  실증(~‘22)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 - - - 전기동력부품 -

Table 8. Targets for Development of FCEV (Commercial Vehicle) in Korea (2030)

중점과제 현재 국내 수준
선도국 기술 수준

(국가, 기관)
목표 

(2030)

상용차용 고출력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100 kW/모듈
⋅FCS 효율 55%

⋅200 kW/모듈(캐나다, 발라드)
⋅FCS 효율 55%(한국, 현대차)

⋅200 kW/모듈
⋅FCS 효율 65%

상용차용 고내구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FCS 내구성 16만 km FCS 내구성 80만 km
(캐나다, 발라드) FCS 내구성 100만 km

Table 9. Targets for Development of FCEV (Commercial Vehicle) in Korea by Year

목표 2020 2022 2025 2030

가격

버스 6.5억원 - - -

트럭(5톤) - - - -

트럭(10) 8~9억원(추정) - - -

연비

버스 13.5 km/kg(실도로) 12 km/kg - 15 km/kg 

트럭(5톤) 10 km/kg(R&D) - - -

트럭(10) - (350기압) - - -

1충전 주행거리

버스 450 km(실도로) - - -

트럭(5톤) 250~300 km(R&D) - - -

트럭(10) - (350기압) - - -

내구 16만 km 50만 km - 80~100만 km

양산기술 수백대 수천대 수천대 이상 1만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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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승용차의 경우 국내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

에 있으나 수소상용차의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유럽 등은 2011년부

터 수소상용차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속

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수소상용차의 출시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내 상용차 개발은 미

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일본 도요타 및 

중국 유통 등 10여 개 업체에서 수소버스 및 상용

차를 출시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일본, 미국, 유
럽, 중국에서 트럭, 택배차량, 대형트랙터, 물류차

량, 청소차, 굴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실증 중이

다.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창립된 수소위원회는 

수소전기차의 활용도가 승용뿐만 아니라 상용에

서 동등 수준의 시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수소전기차의 시장 확대와 소비자의 다양한 

차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수

요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구축이 많은 유럽, 미
국에 수소승용차와 함께 수소상용차 시장을 확보

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수소상용차 중 수소버스의 경우 국내에서 2006

년에 시험용으로 1대가 실증 운행되었고 2009년
에 2세대가 개발되었으며, 3세대 수소전기버스가 

2020년에 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수소상용차의 

기술개발 목표가 설정된 것은 2015년도 제2차 환

친차 기본계획으로 정확한 기술개발 목표 등이 수

치화 되지는 않았으며,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버스 개발 추진으로 2020년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 의해 진행되어 2020년 3세
대 수소전기버스가 개발되었다. 수소전기버스의 

기술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시작되

었으며, 2019년 10월에 발표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서도 Table7과 같이 세부 기술개발 목

표가 설정되었다.
2019년 12월 다부처 “수소 기술 로드맵”의 발

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부분의 목표

를 Table 8과 같이 설정하였다. 수소상용차에 승용 
100 kW급 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소버스, 

수소트럭을 개발하였으나 출력이 부족하여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에 적용되는 200 kW급 전용 

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 및 내구성을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년도별 수소상용차의 가격, 연비, 1충전 주행거리, 
내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국내에서의 수소전기차 및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동향 및 목표를 정리해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우위 확보 전략을 가지고 있다. Table 
10, 11은 2025년 및 장기 수소전기차 가격, 내구

성, 연비, 출력, 효율에 대한 목표를 정리하였다. 
가격 저감 측면에서는 ‘25년 기준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4천만원대로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연비, 내구성, 출력, 효율 등 모든 부분에서 내

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 개발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은 내

구성 향상 기술 개발, 수소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스택 효율 향상을 통한 1충전 주행거

리(연비) 향상 기술개발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2.3. 수소전기차 보급 전략

현재 수소승용차 기술개발의 경우 민간에서 주

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상용차의 경우 민

관 협동으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수소상

용차의 경우 주행거리와 노선에 대한 예측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충전의 어

려움에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주요 도심 지역에서 내연기관 트럭으로 물류 

배송이 불가능하여 수소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스위스의 경우 국

내 현대자동차와 2025년까지 대형트럭 1,600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소전기버스의 경우에서 
정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

지 2,000대 보급, 2040년 40,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권의 경우 올해 41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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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2022년까지 약 10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소상용차의 경우 중요성은 연료의 대량 소비

에 있다. 수소경제의 본질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선순환에 있고, 수소상용차는 충전소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

단되고 있다. 긴 주행거리로 인해 연료소비량이 

수소버스의 경우 일반 수소승용전기차 대비 64.7
배 많은 9,700 kg을 연간 소비하게 되고, 법인 택

시의 경우 일반 수소승용전기차 대비 13.3배 많은 

2,000 kg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루 

250 kg을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연간 

가동률 100%까지 올리려면 충전소 1기당 수소승

용차 455대가 보급되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44대, 
수소버스는 8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정부 로드맵 

22년 내수 보급 목표가 수소승용전기차 누적 6.5
만대, 수소버스 2,000대인데, 수소버스 2,000대는 

수소승용전기차 넥쏘 13만대에 준하는 수소를 소

비할 수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행

구  분 ’20 ‘22 ’25 장기

수소차
(승용)

⋅(중형) 7천만원대 ⋅(중형) 5천만원대
⋅(중형) 4천만원대
⋅(대형) 1억

⋅(중형) 3천5백만원
⋅(대형) 8천만원

※ 미래차전략
  - 중형 4천만원대

※ 동급 내연기관 : 중형(3천만원), 
대형(7천만원)

수소택시
⋅3천만원대 ⋅3천만원 이하

※ 동급 내연기관 : 2천5백만원

수소버스

⋅(시내) 6억 ⋅(시내) 5억 ⋅(시내) 4억
⋅(광역) 4억

⋅(시내) 2억5천만원
⋅(광역) 1억8천만원

※ 동급 내연기관 : 시내(2억), 광역(1억3천)

수소트럭1)

⋅(3톤급) 7천만원
⋅(5톤급) 1억5천
⋅(10톤급) 4억
⋅(20톤급) 5억 

⋅(3톤급) 4천만원
⋅(5톤급) 7천만원
⋅(10톤급) 2억
⋅(20톤급) 2억5천 

※ 동급 내연기관 : 3톤(3천), 5톤(5천), 
10톤(1억3천), 20톤(1억5천)

Table 11. Targets for Durability, Fuel Efficiency, Power, Efficiency of FCEV in Korea

구  분 ’20 ‘22 ’25 장기

수소차 내구성
(km)

⋅(승용) 16만
⋅(택시) 16만
⋅(상용) 16만

⋅(승용) 20만
⋅(택시) 30만
⋅(상용) 50만

⋅(승용) 25만
⋅(택시) 40만
⋅(상용) 60만

⋅(승용) 30만
⋅(택시) 50만
⋅(상용) 80만

※ 택시 30만(수소경제)
※ 택시 50만(수소경제/ 

미래차전략)
※ 승용 25만(미래차전략) ※ 수소경제, 미래차전략

수소차 연비
(km/kg)

⋅(승용) 96.2
⋅(버스) 12

⋅(승용) 120
⋅(버스) 15

⋅(승용) 150
⋅(버스) 20

스택 출력
(kW)

⋅(승용) 95
⋅(상용) 200

⋅(승용) 120
⋅(상용) 200

⋅(승용) 150
⋅(상용) 300

스택 효율
(%)

⋅(승용) 65
⋅(승용) 55 ⋅(상용) 60

⋅(승용) 70
⋅(상용) 65

⋅(승용) 75
⋅(상용) 70

※ 수소기술로드맵

Table 10. Targets for Price of FCEV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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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lan for supply of hydrogen electric bus.

Figure 4. Plan for supply of hydrogen electric bus (seoul 
in korea).

거리와 적재중량이기 때문에 수소의 경우는 무게 

기준으로는 가장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으로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추가되는 무게는 많지 않

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 화물차에 대한 수

소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없이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조금 없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CO (Total Cost of Ownership)를 

낮추는 것이 필수이다. 대당 약 3,000만원의 보조

금을 지급하여 2만대를 보급할 경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기차와 동일하게 단계적인 보

조금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보

조금 없이도 TCO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차량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전 주기에 걸쳐 연

료비 및 유지비까지 고려하여 TCO를 낮추는 전략

을 확보하여야 한다. Hydrogen Council에서는 

2030년이 되면 승용 수소전기차의 TCO가 45% 
정도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가격의 하락, 수소 유통 관련 비용 하락, 수소 생

산비용이 하락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수소전

Figure 5. Annual hydrogen fuel consumption by vehicle 
type.

Figure 6. Comparison of truck loading capacity by fuel.

Figure 7. Energy density by fuel.

기차 양산 규모가 20만대가 되면 연료전지의 가격은 
45% 정도 하락하고, 이는 TCO를 18% 정도 낮추

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60만대 양산 수준에 도

달하면 연료전지 가격이 현재 대비 70% 정도 하

락할 수 있어 TCO의 10%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충전소 가동률 향상, 대용

량 충전소, 고압트레일러, 파이프라인 확충 등으로 

인한 운송비 절감 효과로 수소 유통 및 보급에서 

11%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
소 가격 하락 시 연료비 절감으로 수소 생산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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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의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없이 수용성을 높이려면 차량가격 

저감이 필수적이다. 수소전기차 제조 원가의 40~
50%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다른 부품들은 대량 

생산 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빠르게 가격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고,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연료전

지스택의 원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전극

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분
리판, 가스확산층, 가스켓 등이며, 연료전지스택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가 

저감을 확대하여야 보조금 없이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재나 공정 개선

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기술발전보다도 대량생산이 선행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로 빠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미
국 DOE 분석에 따르면 80 kW급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원가는 연간 1,000기 생산 기준으로 kW 당 

$190인데, 113 kW급인 넥쏘의 경우 약 $21,470
(약 2,500만원 추정) 가능하며, 현대자동차의 목표인 

2025년 10만 대 이상 연산 체제가 된다면 연료전

지시스템 가격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43/kW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넥쏘 

연료전지 가격은 $4,859 (약 580만원) 수준까지 

하락하여 내연기관 엔진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산 1,000기 수준일 때 연료전지스택 가격은 

연료전지시스템 전체 가격의 약 66% 수준이며, 
500,000기가 되면 약 43%가 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가격 하락 속도가 빠른 소

재는 가스켓, 기체확산층, 막전극접합체 중 분리막

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촉매와 분리판은 가격 

절감 속도가 느려 스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원가 절감을 위한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촉매와 분리

판의 가격 하락이 필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규

모의 경제에 기반한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수

소전기차 전주기 소요비용인 TCO를 낮추기 위한 

차량 가격 저감, 수소 생산 및 이송 비용 저감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수리 비용 저감 등 다방면으

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탄소 저

감 효과 및 시장 가능성이 높은 수소상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급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2.4. 국내외 수소 관련 전략

국내외적으로 수소 관련 전략이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수소경제 로드맵 조사를 통해 국내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U
에서는 2020년 7월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및 

세부 내용을 담은 “수소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에너지효율 중심 순환 시스템, 직접적 전기화 확대, 
전기화가 어려운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및 

바이오 등 청정 연료 사용 촉진 등이 주요 내용으

로 포함되어져 있다. 
독일은 2020년 6월 블루 수소 포함 여부 및 

수소 활용 우선순위를 쟁점으로 6개월간의 관계부

처 논의 끝에 약 90억 유로(12.6조원 규모) 규모의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했으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그린 수소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그린 수소 시장 선점, 

Figure 8. Strategy of TCO reduction in hydrogen electric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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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ystem cost for 2018, 2020, 2025 (US DOE).

Figure 10. 2030 vision for FCEV of Hyundai-kia motors.

Figure 11. Stack material cost change according to pro-
duction scale.

 

Figure 12. Changes in the cost share of stack materials 
according to production scale.

분야 세부내용 시점

투자방안
유럽 청정 수소 동맹 통한 투자 계획 마련 2020년 말

코로나19 대응 위한 경제부흥 계획 일환으로 청정 수소 투자 지원 2021년
수요 촉진 및 생산 수소사용을 교통수단에서 정유, 화학, 철강 등 제조업으로 확장

수송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발표 예정 2020년 말

수소동맹(Hydrogen alliance) 출범 선언
 - 수소 최종소비를 현재 2%에서 2050년 13~14%로 확대

지원대책 및 기준 설정
i) 재생에너지 지침 및 EU ETS 등 관련 현행 규정에 합당한 지원대책 고안
ii) 생애 온실가스 배출분석 근거, 수소 생산 설비 설치 지원기준 설정
iii) 그린 수소 및 저탄소 수소 관련 유럽 내 일관된 인증기준 도입

2021년 6월

CFD 제도 시범 도입
저탄소 제철 및 기초 화합물 지원 위한 탄소 CFD 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시범 도입

2030년 말

인프라
충전소 확대 계획 포함, 수소 인프라 구축 검토 개시 2021년
수소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23,000 km 확충 2040년

R&D 지원

100 MW급 수전해, 그린 공항, 그린 항만 제안 제출 요청 절차 개시(CfP) 2020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파트너십 출범 2021년

ETS (EU 배출권 거래제) 혁신 펀드 활용, 혁신적 수소 기술 실증 촉진
2020년 7월

제안제출 요청

국제협력

우크라이나 등 인근 국가 및 에너지 협력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아프리카연맹(AU)과의 재생가능 수소 협력 체제 구축

유로화 표시 수소 거래 벤치마크 개발 2021년

Table 12. Hydrogen Strategy of EU (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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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Hydrogen Srategy of Germany (2020. 06)

2020 2025 2040

활용
미래 전략 시장 목표. 산업계 > 수송 > 열원 순 활용 예정,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타국 판매

수소차 65만대
180만대
(~2030)

수소충전소 100개소 400개소
1,000개소
(~2030)

열차 디젤열차 폐기

연료전지 효율 30~40% 가정용 33% -

수소공급 7천만 톤
부족한 수소는

해외수입 검토 추진
(아프리카 공급망)

수전해설비
누적 10 GW 확보
(2030년 5 GW), 

CCS 인프라 구축

수소운송 가스망 외 수소전용망 확장, 신규 건설

Table 14. Hydrogen Strategy of USA (2020. 03)

2020 2022 2025 2030

활용

FCEV 2.5천대 3만대 15만대 120만대

수소화물차 2.5만대 5만대 12.5만대 30만대

수소충전소 63개소
165개소

(500 kg/day)
1,000개소

(500 kg/day)
4,300개소

(1,000 kg/day)

수소 수요 1,100만 톤 1,200만 톤 1,300만 톤 1,700만 톤

연간투자 - $10억 $20억 $80억

일자리 - +5만개 +10만개 +50만개

Table 15. Hydrogen Strategy of Japan (2018. 03)

2020 2025 2030 2040 2040 이후

활용

수소차⋅버스
수소차 4만대,
수소버스 100대 수소차 20만대

수소차 80만대,
수소버스 1,200대

가솔린 차량 대체,
대형 차량의 FCEV화

수소스테이션 160개소 320개소 900개소 수익성 향상으로 주유소 대체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 자립화 530만대 기존 에너지 시스템 대체

수소가격 수소충전소 가격 30 엔/Nm3 20 엔/Nm3

수소공급

수소량 0.4만 톤
30만 톤

(수소 사용 서플라이 체인 규모)
~1,000만 톤 + α
(발전 단계 소비)

공급방식

화석 연료
유래 수소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개질)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
국내 재생 에너지 유래,
수소 제조 기술 확립

CO2 프리 수소
(CCS 및 재생 에너지 활용)

추진전략
1단계(~‘30)

수소이용 확대

2단계(~‘40)
수소발전 도입, 
대규모 수소공급

3단계(‘40~)
총체적

CO2 free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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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집중 대응, 인프라 건설 및 독일 내 부족한 

그린 수소 공급을 수입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력 부문에서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공급할 계획

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연료 부문에 초점을 맞춰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 

수소 경제를 추진해 최종 에너지 수요를 1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소

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취임 후 

4년간 2조 달러 투자할 것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세

부 플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로드맵을 발표하였

다. 수소 공급 가격, 수소 생산 방식별 기술 목표

치,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 플랜, 
가정 및 산업용 연료전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3. 결  론

수소경제 및 탄소 제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필수 요인이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는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는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 저감, 연료전지시스템 

효율 향상, 효율 향상을 통한 연비 개선 및 수소 

생산 가격 저감을 통한 전주기 소요비용 저감

(TCO)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내연

기관 상용차의 경우 내연기관 승용차에 비해 보급 

대수 등을 감안하였을 때 CO2 발생량이 트럭의 

경우 2.5배, 수소버스(시내, 광역)의 경우 16배 높게 
배출한다. 이러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 상용차 및 버스의 경우 수소상용차 및 수소

전기버스의 보급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경우 수소상용차 기술이 해외 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술개발 전략을 통한 보급 확대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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