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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과거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에너지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용량에 따라 

에너지 고갈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석 연료의 고갈 시점에 앞서 새로운 에너

지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제러미 리프킨 등 많은 학자가 수소가 

화석 연료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1]. 그
러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토대로, 셰일 가스 등과 

같이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에너지 개발 분야

에서도 차츰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활용 가능

한 화석 연료가 늘어났고, 점진적으로 화석 연료 

저자 (E-mail: kleeyc@daum.net)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불확실해

지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가 꺼져갔다[2].
하지만 최근 파리 협정 등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온
난화 문제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료전지의 발달에 의해 사용되는 수소 에너

지가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CO2 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친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3].
선진국들은 수소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

고 있는데 각국의 수소에너지 도입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중에 있어 선두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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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종적으로 CO2 발생

이 없는 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

라 신에너지 산업 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에서도 수소 기술 개발을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초기에는 수소전기차의 증가와 가격에 대해 극복

을 하고 다음단계에서는 수소 사용량을 늘리고 최

종적으로 CO2-free 수소제조 및 저장과 이송에 대

해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4].
수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두 국가인 독일의 경우 화석연료에 의한 

CO2의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

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활용 불가능

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남는 재생 전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P2G (Power to Gas) 기술을 중

심으로 자국 내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독일의 재생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생 전기 발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 발전은 생산되는 전기

의 약 70%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또 

2050년까지 독일의 전체 전력량 중 70% 이상을 

재생 전기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로 인해 

버려지는 전력량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재생 전기 발전의 보급과 더불어 에너

지 저장물질로서 수소 에너지의 보급을 함께 증폭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5].
다음은 수소 에너지를 활발히 이용하는 미국의 

경우 세일가스에 의해 생산된 많은 천연가스를 이

용하여 현재까지는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

산이 전체 수소 생산량의 90%에 상응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6-7], EERE (Energy Effi-
ciency and Renewable Energy)를 중심으로 수소 

생산과 더불어 CCS (Carbon Capture and Seques-
tration)의 기술 개발 및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환

경 무해 수소 생산 등 CO2 저감에 초점을 맞춘 연

구들을 진행하고 있다[8]. 미국 내 수소 에너지 보

급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서 지원받은 수소 충전소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가 최소 33% 이상 포함되어

야 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캘리

포니아에서 수소전기차로 공급되는 수소의 약 

37%가 재생 수소에 해당하는 등 수소 보급에 있

어서 CO2 저감에 대한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다

루고 있다[9-10]. 최근에 미국에서 수소인프라 구

축 및 수소전기차 보급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

하였다[11].
국내에서도 CO2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

급 및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문제들을 토대로 단

계적으로 수소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급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12-14]. 

각 나라에서는 각국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전략

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수소인프라는 수

소전주기에 거쳐 수소생산, 운송, 저장 및 충전 등

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전부 중

에서 핵심은 역시 수소충전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소충전인프라는 수소모빌리티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공급장치, 저
압의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압축장치,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고압의 수소를 수소모

빌리티에 충전하는 충전장치 및 각 장치들을 연결

하는 배관ㆍ밸브 및 센서 등이 있는 제어 및 운전

장치로 구성된다. 우선 수소공급장치는 압축장치

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치로 분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압축장치는 다이아프램, 부스터 및 

용액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압축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압축된 수소를 대용량 고압용

기에 저장하는 장치이며, 충전장치는 저장된 수소

를 디스펜서를 통해 수소모빌리티에 충전하는 장

치이다. 마지막으로 제어 및 운전장치는 각 장치

를 연결하는 고압밸브/배관, 센서 및 통합제어 장

치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고에서는 수소충전인프라에 대한 국내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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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수소충전인프라의 기

술개발 현황 및 국내 수소충전소의 운영 등을 파

악하여 이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여 향후 해결할 

과제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수소충전소 국내외 현황

2.1.1. 수소충전소 일본 현황

다음은 수소충전소 국내외 현황에 대해 정리하

고자 한다. 현재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가장 앞서

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용화급 수소충전소를 구

축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14년 7월부터 

상용 수소 충전소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경제산업성의 ‘수소공급시설 설치 지

원 사업' 17건, 국토교통성의 ‘B-DASH 프로젝트’ 
1건 및 ‘혼다/이와타니의 스마트 수소 충전소(35 
MPa)’ 2개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 가동을 시

작한 수소 충전소는 20개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소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015년 말까지 

100개 정도 건설이 목표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2018년 말에 목표인 100개소에 도달했다. 그 중 

수소충전소 보급기까지 이동형 충전소도 활용하

여 2014년 1건과 2015년도에는 18개의 이동형 수

소충전소가 채용되어 수소충전소 정비 또는 고장 

시에 활용되고 있다[15].
또한 수소판매를 기점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을 

가속화하고 이후 2015~2016년 사이에 수소전기차 

대량생산에 돌입한다고 계획하였다. 수소충전소

는 2025년 1천 개, 2030년 5천 개를 구축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소전기차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2015년에 수소전기차를 일

반에 보급하였고, 2025년에는 수소충전소가 자립

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에

는 운수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저감

하고자 하며, 2025년에는 수소전기차 2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이 경

우에 산업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20년경까지는 오프사이트 방식

을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나, 2025년 이후는 수소충

전소 전체의 약 30%를 온사이트 방식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2018년 이후 수소버스의 보급에 

대응하는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 충전소로 설치전

환되었다.

Figure 1. Senario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and hydrogen refueling stati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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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액화수소 펌프 개발 및 유기 하이드라이

드 기술 등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타니 산업은 수소

전기차의 보급과 2020년 이후 해외에서 수입된 액

화 수소의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JX 닛코 일본 석

유에너지는 유기 하이드라이드의 탈수소화 장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액체 수소 이송

은 압축 수소에 비해 운반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면 Table 1과 

같이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On-site와 Off-site 형태 

및 수소생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
소충전소당 운영비도 연간 2천만 엔(약 2억 원, 
2015)을 지원하고[17],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자

동차 업체인 토요타, 닛산 및 혼다가 협력하여 수

소충전소 운영비용 1/3을 부담하고 있다. 수소충

전소 구축 비용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도쿄시는 토지임차료 50%를 지원

(대기업 500만 엔, 중소기업 1000만 엔)하고 있다. 
또한 구축 비용과는 별도로 수소충전소 운영비

도 보조하고 있다. Table 2와 같이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 산업성은 

공급 방식
연간운영 보조금 상한액

(백만엔)

On-site 22

Off-site 22

이동식(운용장소가 1개소) 22

이동식(운용장소가 2개소) 26

공급능력이 50 Nm3/h 이상 

100 Nm3/h 미만
16

Table 2. Operation Subsidies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Japan[17]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2/3를 보조하고 있으며, 사
업당 연간 보조금 상한액은 온사이트, 오프 사이

트 및 이동식(운용 장소 1개소)에 대해서는 2,200
만 엔, 이동식(운용 장소 2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2,600 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17]. 그리고 일본 환

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의 3/4 (1기당 최대 

1.2억 엔)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

고 도요타, 닛산 및 혼다 등 자동차사가 수소공급

이용기술협회(The Association of Hydrogen Supply 
and Utilization Technology, 이하 HySUT) 회원에 

대해 경제 산업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소충전

소에 2015년 7월부터 운영 비용의 1/3 이하를 지

급하며, 상한액은 1,100만 엔/년이며, HySUT를 

수소공급시설규모 수소공급능력(Nm3/h) 공급 방식 보조율 보조상한액(억엔)

중형 300 이상

On-site + 연료전지버스 지원 1/2 3.9

Off-site + 연료전지버스 지원 1/2 3.5

On-site + 패키지 형태 2/3 2.9

On-site (상기 해당 무) 1/2 2.9

Off-site + 패키지 형태 2/3 2.5

Off-site (상기 해당 무) 1/2 2.5

이동식 2/3 2.5

소형 50 이상 300 미만

On-site + 패키지 형태 2/3 2.2

On-site (상기 해당 무) 1/2 2.2

Off-site + 패키지 형태 2/3 1.8

Off-site (상기 해당 무) 1/2 1.8

이동식 2/3 1.8

수소 집중 생산 설비 1/2 0.6

액화 수소 대응 설비 1/2 0.4

Table 1. Construction Subsidies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Japa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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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대

규모 사업자에 상한 500만 엔/년, 중소 사업자에 

상한 1,000만 엔/년을 지원하고, 아이치현은 상한 

550만 엔/년에서 3년간 보조를 할 예정이며, 도쿠

시마현은 2015년도 예산에서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금 100만 엔을 계상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할 움직임이 확

산되고 있다.

2.1.2 수소충전소 미국 현황

다음은 미국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내의 수소충전소는 서

부 캘리포니아와 동부 뉴욕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2년 3월에 2020년까지 

백만 대의 ZEV(zero emission vehicle)를 보급하

고, 2025년까지 50만 대를 추가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100개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3년 10월에 캘

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스, 메릴랜드, 뉴욕,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주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자동차 같은 ZEV(Zero Emission Vehicle)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중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7개 주는 미

국 전체 차량의 30%가 운행되고 있으며, MOU 내
용은 2025년까지 공동으로 수소전기차를 포함하

여 3백 3십만 대의 ZEV와 이를 위한 인프라를 보

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4월에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이하 CEC)는 7군데의 새로

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

으며, 기존의 수소충전소를 개량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보급을 위한 지원금 

정책인 “Assembly Bill 8”을 2013년 말에 통과시

켰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회는 2014년부터 3년간 
2천만 달러를 수소충전소 보급에 지원하고, 이후

에는 캘리포니아에 적어도 100개의 사용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보급될 때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CEC는 수소

충전소 건설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

니아를 5개의 구역, 예를 들면 Berkeley, South San 
Francisco Bay Area, Santa Monica and West LA, 
Torrance and nearby coastal communities 및 

Figure 2. Status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US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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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vine and southern Orange County으로 분할하여 

검토하고, 각 지역 간의 사이에 연결을 위한 추가

적인 네트워크 수소충전소를 검토하였다.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쉽(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이하 CaFCP)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수소충전소의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수소충전소의 보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Figure 3와 같이 2014년 7월에 발표

한 CaFCP의 수소충전소 보급 안에 따르면 캘리포

니아주는 2016년까지 51개의 가동하는 수소충전

소를 갖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갖게 될 것이다[19]. 
또한 미국에서는 2020년 수소산업에 대한 로드

맵을 발표하였는데, 2022년까지 165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1,000개소를 구축

하며, 2030년에는 4,3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맞추

어 수소전기차 보급은 2025년 15만 대 보급을 계

획하고, 2030년에는 15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

고 발표하였다[11].
아래 Table 3과 같이 미국은 구축한 수소충전소

의 구축비용 중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하였다. 수소충전소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Figure 3. Pla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Cali-
fornia[19].

국가 년도
수소충전소
형태(용량)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충전소
가격(억원)

충전소 보조비율(%)

국가 지역 민간

미국

‘06
(CA)

개질(NG)
(100㎏/day)

21.6
(DOE $2백만) 운영비 지원

44.3
($4.1백만) 49 - -

‘15
(CA)

트레일러
(100㎏/day)

7
($642,289) - 11.6

($1,070,482) 65 - 35

‘12
(CA)

수전해
(65㎏/day)

43.2
($4.0백만)

29.2
(ARB $2.7백만

99.4
($9.2백만) 44 29 -

‘11
(CA)

매립개질
(100㎏/day)

22.4
(DOE $2,077,283)

37.3
(ARB $2.7백만)

(SCAQMD $0.75백만)

94.0
($8.7백만) 24 40 36

‘15
(CA)

수전해
(60㎏/day) - - - 100 -

‘13
(CA)

트레일러
(100㎏/day) - 18.4

(ARB $1.7백만)
27

($2.5백만) - 68 32

‘12
(CA)

개질(NG)
(100㎏/day)

21.6
(DOE $2백만)

18.4
(ARB $1.7백만)

43.2
($4백만) 50 43 7

‘11
(CA)

파이프라인
(50㎏/day) - 5.3

(SCAQMD $489,000)
10.2

($944,221) 52 - 48

‘07
(CA)

트레일러(액)
(25㎏/day)

6.2
(DOE $573,666) - 16.2

($1.5백만) 38 - 42

‘14
(CA)

트레일러(액)
(350㎏/day)

17.5
($1,621,076) - 26.9

($2,493,963) 65 - 35

캘리포니아 설치비의 90% 지원
21.6~32.4

($2~3백만) 90 10

Table 3. Construction Cost and Subsidy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US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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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0].

2.1.3 수소충전소 유럽 현황

다음으로 유럽의 수소충전소 현황에 대해 알아

보면, 2007년 유럽연합(EU)에서는 최초로 산학연

관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해 유럽산업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공공민간협력의 공

동기술전략(JTI)을 추진하였다. JTI는 유럽연합 협

동조약 187 (Joint Undertakings set up under 
Article 187 TFEU)을 법적 근거로 하여 유럽기술 

플랫폼(ETP)의 주요 결과들에 대한 공공민간협력

(PPP)의 이행방안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EU의 

집행위원회(EC)의 Council Regulation에 의하여 

설립된 “FCH JU (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을 중심으로 수소 및 인프라, 수소차

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후 수소차 로드

맵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없다가 2010년 EU 집
행위원회가 “Euro 2020 Strategy”를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을 대비한 수송분야에 새

로운 전략들이 발표되었다. 
2010년 IEA에서 발표한 2050년 수송분야 자동

차 시장도 영향을 주었다. 2012년 EU에서 발표한 

“Fuel Cell and Hydrogen technologies in Europe 
2014-2020”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일

일 50톤 규모의 수소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으로 

대규모 수소 생산 지역은 2015년까지 유럽 내 10
개를 구축하고 2020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수소 지하저장소도 2015년 1개에서 2020
년 5개로 늘릴 계획이어서 수소 저장능력은 2020
년 일일 250톤 규모에 이를 전망이었으며 수소스

테이션은 2015년까지 유럽 10개 도시에 100개, 
2020년에는 수소차 50만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수준인 1,000여 개가 구축 예정이었다. 

또한 EU에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TEN-T(Trans European Transport Network) 프로

젝트를 통하여 유럽 전역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

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소전기차 도입 회원국에 

대하여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간 거리를 300㎞ 
이내로 구축할 것을 규정(COM 2013/18)하고, 아
울러 2016년 말까지 각 회원국에서는 운송 분야에 

대한 대체연료 보급 관련, 인프라 구축 기본 계획

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able 4는 유럽에

서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 및 보조금 형태를 정리

한 것이다[20].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차 보급에 나서는 독일에 대해 알아보면, 
독일은 2006년 NIP(Nationals innovations pro-
gram)을 통하여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개발을 시

작하였으며, Figure 4와 같이 E-Mobility의 하나인 

“H2 Mobility(2011)”를 통하여 2020년 수소스테

이션 373개소 그리고 2028년에는 992개소를 구축

하며, 수소전기차는 2020년에 15.6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177만3천대 보급을 계획하였다. 독일 

중앙정부에서 수소충전소 구축비 50%와 운영비

의 50%를 지원하고 Shell, Total, Linde, OMV, 
Statoil 등의 에너지 기업이 협력하여,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보계획을 실행 중이며, 2015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전국 100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독일에서도 수소충전소의 용량을 초기와 수소전

기차의 보급이 증가할수록 용량을 증가시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다른 국가보다 늦은 2013년에 

수소전기차 로드맵 “H2 Mobility France”를 발표

하여 2030년까지의 목표를 세워 발표하였다. 아래 

Figure 5와 같이 2025년에는 수소차 16.7만대 보

급과 수소충전소 355개소를 구축하고, 2030년 수

국가 년도
수소충전소
형태(용량)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충전소
가격(억원)

충전소 보조비율(%)

국가 지역 민간

유럽 ‘14 - EU 50% 지역 국가 50% 24~30.1
(€ 2~2.5백만) 100 -

Table 4. Construction Cost and Subsidy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Europ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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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기차 8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00개소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하고 2020년 이후 차량이 증가할 경우 세금을 부

과하는 형태이다[22].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도 초기 수소충전소의 용량을 80 kg/d, 
그리고 212 kg/d 그리고 나중에는 420 kg/d로 용

량을 증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영국도 아래 Figure 6과 같이 2012년에 

“UK H2 Mobility”를 발표하여 2020년 수소스테

이션 65개소와 2030년 1150개소 보급을 계획하

고,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

여 2020년 수소전기차 1.3천대, 그리고 2020년 

27.4만대와 2030년 158.6만대의 보급을 계획하였

다. 아래 Figure 6은 각 단계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스웨덴, 노르웨이 및 덴마크 스칸나비아 

3국으로 스칸디나비아 수소하이웨이 파트너십

(SHHP) 프로젝트가 2014년까지 진행되었다. 그

리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인 ‘Next Move' 
프로젝트 시행(’11.4~9, 600만€)하여, 2015년까지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충전소 15개소 및 위성 수소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여 북유럽을 수소전기차 

보급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중 덴마

크 코펜하겐시(市)는 무탄소 수송시대를 목표로 

2015년까지 관용차의 85%, 2025년까지 전체 등

록 차량 중 20~30%를 수소전기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대체계획 발표하였다. 민ㆍ관을 중심으

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진

행 중이다. Figure 7은 덴마크의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이다. 덴마크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185
개소를 구축하고, 2050년까지 수소충전소 보급을 

1,000개소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 중이다[24].
스웨덴은 Hydrogen Sweden, Sweco 등 관련 기

관과 말뫼(Malmo)시, 산드비켄(Sandviken)시 등

에서 2014년 충전소 1개소가 건설되어 현재 운영 

Figure 4. Dissemination pla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Germany[21].

Figure 5. Dissemination pla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Franc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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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2018년까지 대형충전소 12개소 및 소규모 

충전소 23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14년 

말뫼(Malmo)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개소하였고, 
2015년에는 요테보리(Gothenburg)와 스톡홀름에도 
충전소를 건설하였다. 여기에 EU의 HIT-2-Corridors 
프로젝트로 EU프로그램의 TEN-T로부터 소요액

의 50% 지원하고, 스웨덴 산드빅(Sandvik), 우메

오(Umea), 아리에플로그(Arjeplog), 웨스테르순드

(Ostersund), 팔켄베리(Falkenberg) 지역에서도 인

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2.4.4. 수소충전소 국내 현황

다음은 국내 수소충전소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국내에 처음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2001
년 현대차 남양연구소(경기 화성)에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Figure 6. Dissemination pla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England[23].

Figure 7. Dissemination pla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Denmar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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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실증ㆍ
연구용으로 구축되었다. 

2013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목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

용화가 가능한 충전소를 구축하였다. 현재 국내에

서 압력 70 MPa로 수소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운

영중인 수소충전소는 8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실제로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2021
년 3월 현재 약 50여 개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용량 개질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석유화학

단지 배후도시(울산, 충남, 전남)들 이외의 지역이 

새로운 수소생산 거점 도시화가 가능하므로 버스

용 수소충전소용으로 현재 삼척, 창원 및 평택 등

에 구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수소충전소도 울산에 구축하였다.
2015년 말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수소충전소를 2020년까지 약 80개소, 2030년까지 

약 520개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그 

후 계속 수정되었는데 아래 Table 5와 같이 2019
년 1월 17일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에서는 2022년에 310개소를 구축하고, 2030년에

는 1,200개소 이상을 구축하기로 계획하였다[16]. 
현재 수소 충전소 설치시 보조금 15억 원이 지

원되며, 장기적으로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계

획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 운영비와 수소연료전지

차 보급초기에 설치한 충전소의 시설용량 증설비

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운영비 보조비 지급도 2021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관련하여 국내 업체들에 대

해 알아 보면, 수소충전소 관련 기술 중 수소제조

설비 이외에도 충전설비, 압축기, 저장용기 및 기

타 부품설비로 구분이 된다면, 아직 많은 분야에

서 자체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내 

수소충전소 관련 산업의 supply chain이 없어 초

기에는 해외에서 많은 부품 및 설비들을 수입하여 

구축하였다. 70 MPa용 250 kg 및 500 kg 급 수소

충전소의 부품 및 설비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관
련된 부품들의 국산제품과 국외제품과의 구별을 

하였는데 아직 많은 부품 및 설비들이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압 부품

들은 국산화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중압 및 고압 

부품 및 설비들은 더욱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

어 최근에는 정부에서 많은 부품들의 국산화 관련 

과제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국산화되는 제품들

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소 충전소 부품 및 설비 국산화율을 분

석해 보면 2020년까지 보급한 250 kg 급 수소충

전소의 국산 압축기와 해외 압축기를 각각 적용 

시 53%와 33%를 나타내고 있다. 국산 압축기를 

Table 5. Korea Hydrogen Economy Roadma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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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국산화율이 높지만 해외 압축기를 사

용하는 수소충전소도 많은데 아직 국산 고압압축

기의 고장이 많다든지 가격이 해외 고압압축기가 

저렴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국산 고압압축기를 사

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 예정

인 500 kg 급 수소충전소의 국산화 비율은 250 kg 
급 수소충전소의 국산화율보다 더 낮아 28%를 나

타내고 있다. 현재 250 kg 급 고압압축기는 광신

기계 등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500 kg 급 수소충전

소에 적용할 고압 압축기는 아직 국산제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낮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최근 고압압축기를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GTC에서 500 kg 급 고압압축기의 국산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고압저장용기의 경우 87.5 MPa용의 수소 

저장용기에 대한 국산화가 NK 및 두산중공업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보급되어 수소충전소

에 설치되었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정

부과제로 안전성을 증대시킨 고압 수소저장용기

를 개발하고 있는 에너진에서 국산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 외 제품으로는 고압 배관류 및 고압 피팅

류의 국산화가 필요한데 최근 정부 과제로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산

업의 supply chain 구축과 국산화가 조속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수소충전소 용량기준 없이 지자체 주

문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어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시기별로 용량기준을 설정할 필

요에 의해서 설정된 초기보급용 수소충전소의 용

량은 250 kg/day이며, 이는 충전소 운영비와 수익

이 같아지는 가장 작은 용량(1일 수소연료전지차 

50대 충전)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50 kg 급 수소

충전소 구축비용은 각 방식에 따라 다른데 가장 

구축비용이 높은 것은 CNG/LPG 개질 방식의 수

소충전소이고, 가장 낮은 것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이다. 다음으로 낮은 구축비용의 수소충전소는 튜

브트레일러 방식인데 가장 많이 구축된 수소충전

소 방식이다. 최근에 파이프라인 방식의 수소충전

소를 울산에 구축하였는데 이 방식이 위험도는 가

장 낮고 수소전기차의 확대에도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소전기차 보급 초기에 차량이 충분

히 많이 있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 개소의 

수소충전소는 있어야 하는데, 가장 구축이 용이한 

수소충전소 방식이 이동식 수소충전소 방식이다. 
따라서 이동식 수소충전소 방식에 대해 기술개발

이 이루어졌고 현재 실증이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국산화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예상되는 수소충전소 최대용량

은 현재 LPG 충전소 기준 2,000 kg/day급으로 

2035년 이후(수소전기차 누적 100만 대 이상)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단계별 2배씩 증가하는 형태

로 충전소 용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수소충전소를 

과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용량 단계별 

증가 시 구축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지

속적인 충전소 구축이 불가(LPG, CNG 충전소 10
억원 내외)하므로, 수소충전소 용량증설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2.2.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방향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충전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은 고압 압축기 고용량 충전기술, 
배관 압력 손실 저감 기술, -40℃ 프리쿨링 기술 

및 차량과 충전소간 통신 충전기술 등 크게 4가지

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개발들은 

수소충전소
파이프라인

방식
튜브트레일러

방식
이동식 CNG/LPG 개질 방식

수전해
방식

구축비용 24억원 22억원 18억원 46억원 31억원

Table 6. Construction Cost by Type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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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내의 부품 및 각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발 이외에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이고 고속 충전

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개발 방향인 것이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용량 표준화, 장치 패키지화, 부품기술 개발 및 안

전기준 합리화가 필요하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서는 부품고장 최소화 및 셀프 충전소 운영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 국내의 경우 현재 국

산화율이 40%이므로 부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

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대규모로 부품 기

술개발과제들을 착수하였다. 
또한 수소충전소 가격 저감을 위해서는 패키지

화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국외 업체에서는 용량 별 

패키지를 완료하여 가격저감을 달성하고 있다. 특
히 인건비가 높은 유럽 및 미국의 수소충전소 가

격이 대략 20~30억 원이나, 국내의 수소충전소 가

격도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가격 저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가격 저감을 

위해서 수소농도센서, 고압저장용기, 급속 냉각장

치 및 디스펜서 등 부품 국산화율 향상도 필요하

지만 가격 저감을 위해 수소충전소 모듈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수소충전소

처럼 카트리지, 고압저장용기, 고압압축기, 냉각장

치 및 디스펜서 등을 하나하나 별도로 설치하는 

개념에서 모든 설비를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수소

충전소 모듈화 기술 개발은 압축ᆞ저장ᆞ충전설비를 

일체화하여 설비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충전소 

설치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Figure 8과 같이 하

나의 컨테이너 안에 고압압축기, 고압저장용기, 냉
각장치 및 디스펜서를 하나의 모듈로 제작하는 방

식은 설치비용 및 설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이동

식 수소충전소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

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듈화 방

식은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패키지 방식이 현재 실중 중이나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3. 수소충전소 운영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

련한 다양한 실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 운영 자료(비용, 고장수

리 등)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운영 데이터의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없어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on-site 
방식의 수소충전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정리하여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5].
Figure 9에서와 같이 on-site 방식의 수소충전소 

설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유틸리티, 디스펜서, 
고압압축기, 수소생산장치 및 원료 공급 계통 등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생산장치에서 가

장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고압

압축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설비는 초순수장치 등 

유틸리티에서 발생하였으며, 원료공급계통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생된 문제점들은 설

비 설치가 오래지 않은 것들이어서 주로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문제점들이다. Figure 9에서는 운영한 수

소충전소가 초기에 해당하므로 많은 문제점이 주

Figure 8. Packaging by modularization of hydrogen fue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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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상의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향후 수

소충전소가 운영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설비 노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비의 노후에 의한 문제는 사전에 예측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비 이상 

진단 센서 개발 등 설비 진단에 대한 기술개발과 

고장 예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 화학공장이 약 7년의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예에서 30~100 m3/h 급 소용

량의 수소충전소의 경우, 약 9년을 실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16].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에 의한 

수소충전소는 그러한 경우가 1~2개소의 수소충전소 
외에는 없으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운영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설비 문제점들을 일부 서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많이 발

생한 개질기 부분은 고온(약 800℃ 이상)에서 작

업을 하므로 설비 재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센

서류의 열화에 의한 고장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온도 센서에 의한 고장은 설비에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하며, 특
히 고온에 의한 온도 센서의 열화는 완전히 차단

하기에는 재질 및 가격상의 문제가 있다. 
다음은 고압압축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압압

축기 후단의 GCP (Gas Control Panel) 판넬 안에 

있는 고압볼밸브의 가스 누설에 의한 고장으로 인

해 고압볼밸브를 취외하여 내부의 소모품을 교체

하였다. 고압볼밸브는 항상 고압이 유지되고 작동

을 함으로서 내부 패킹류 및 stem에 의한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전부를 교체하기보다 내부 

패킹류 및 stem을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이 부분에

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수소순환라인의 안전밸브에서 setting값이 

변경되어 수소순환펌프가 정지하는 문제점에 관

한 것이다. 안전밸브를 취외하여 압력 setting값을 

재조정하여 재설치하였다. 현재 수소충전소에는 

많은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 중에 설정 

압력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자주 안전밸브

의 setting값이 변하여 설비에 이상을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setting 압력을 재조정하여 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이러한 안전밸브의 주기적인 측정 및 보정을 요구

하고 있다. 
위에서는 설비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

인데 그 외에도 고압압축기 내의 다이아프램 이상

이라든지 압축공기에 의한 자동밸브들의 고장이

라든지 여러 고장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설

비의 이상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문제로 수소충전소의 가동율을 저하시킨다

든지 주민 수용성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 수소충전에 관한 문제 중에 

Figure 9. Problems with on-site hydrogen refueling station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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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량계 오차에 관한 것으로 디스펜서 표시 충

전량과 계산된 충전량(자동차 저장용기 내 수소량 

계산)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주로 실제 들어간 충

전량이 디스펜서에 표시된 충전량보다 많이 들어

간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반대의 경우

도 발표하고 있다. 수소유량계에 대한 오차는 외

국에서도 많이 보고된 바와 같이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일부에서는 기술개발을 

하여 문제점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기도 하고,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이에 대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비 업체와 수소유량

계 개발을 정부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2.4. 수소충전소 이슈 및 해결 방향

올해 국내에서 수소전기차 보급목표가 15,000
대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소전기차가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보

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의 구축과 원

활한 운영이 보급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의

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소충전소의 구축과 

더불어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만 검토하기로 한다.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서의 수소충전소 구축과 더불어 수소공급 방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천

연가스의 고압 배관 공급처럼 고압 수소 배관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수소 보급 초기

인 현 상황에서는 높은 투자비로 인해, 수소제조

설비를 갖춘 on-site형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수도

권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충전소 형태이므

로 트레일러에 의한 수소 공급 시보다 경제적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액

화 수소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개발 계획 및 구축 

관련 법규 등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구축된 수소충전소의 부품 대부

분이 수입품으로 설치되어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이 높고 운영 시 고장으로 인해 운영이 중지된 기

간이 길어질수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사용자

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은 달

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시 구축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용량 및 설비

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주문ㆍ제작되고 있어 

규격화 및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일회

성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모든 설비 및 부품의 판

매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충전소의 구축비용이 높

게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 저감이 어려운 상황이

다. 또한 국내 수소충전소에 대한 모든 설비 및 부

품에 대해 해외대비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설비 

및 부품 인증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도 가격 저감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국내 기술로 건설된 수소충전소의 충분

한 운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구성

을 언급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만으로 분석을 한다면 주요 설비에 대

한 내구성이 떨어지고, 설비 운영 시 관리가 미흡

하여 이에 대한 설비 고장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가동시간 축소 및 사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수소경제 사회로 진행하는 데 제약사항이 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소충전소의 부품 및 설비의 국산화 기

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충전소 가격 저감뿐만 아니

라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 및 내구성 향상으로 수

소충전소 구축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운영 시에도 

고장이 적게 발생하는 등 운영효율도 향상될 것이

므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증가하여 수소전기차 

보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국내에서도 모든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하

는 운전결과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져 수소충전소 

모든 설비들의 안전성 평가 및 분석 등을 실시하

면 보다 정확한 내구성 자료 확보와 사전 유지보

수 및 정비로 인해 설비의 안전성과 정비시간 단

축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소충

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품 및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측

정, 예측 및 진단을 하여 고장 발생 전에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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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하여 고장으로 인한 수소충전소 정지 상태를 

최소화 하고 운영 중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품 및 설비의 고장 진단 및 유

지 보수는 수소충전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보급이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 구축 시 수반되는 구축비용과 초기 가

동율의 저하로 인한 경제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설비의 이상 현상에 대한 조기 및 사전 

조치가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모

든 설비에 대한 예비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지만 예산, 비용 및 효용성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최소한 설비만 예비품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여러 

수소충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관리 및 모

니터링시스템 기술개발, 그리고 고장 예지 및 진

단 시스템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최소한의 예

비품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수소충전소들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 측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의 수소충전소 

연합 및 그룹화 관리를 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현재까지 제기된 많은 이슈들을 정리하여 앞으

로 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수소충전소의 부품 및 설비들의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소충전소 가격 저감뿐만 아니라 운

영에 있어서도 효율 향상과 가동시간 증가로 수소

충전소 구축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사용자들의 만

족도는 증가하여 수소전기차 보급에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부품 및 설

비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수

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공급 방안에 대한 신중한 

준비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

울러 액화 수소와 같이 대량 공급이 가능한 형태

의 경우 관련 개발도 사전에 조속히 완료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모든 수소충전소가 참가하는 

운전결과 통계 확보가 이루어져 설비에 대한 신뢰

도와 안전성 평가 및 분석 등이 수행되면 보다 정

확한 설비의 내구 성능과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수소충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근에는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품 및 설비의 모든 상태를 사전에 측정하거나 

예측하여 전 설비를 진단하여 고장이나 사고가 발

생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수소충전소 정지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소

충전소 운영을 최고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품 및 설비의 

통합 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고장 진단 및 예지, 그
리고 유지 보수는 수소충전소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및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의 이상 현상에 대한 사전 

조치가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모든 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비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여러 수소충전소

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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