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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수소에너지

수소는 가장 풍부하고 가벼운 원소로써 정유에서부터 석유화학, 철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다른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뛰어난 에너지원입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그림 1 참조). 전통적인 

수소 생산방식은 다량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나, 다행히 수전해 

기술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의 하락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수소에너지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졌습니다(“수소에너지의 3가지 생산방법” 참조).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Source: (IEA) “The Future of Hydrogen: Seizing today’s opportunities,”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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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에너지의 3가지 생산방법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그레이, 블루, 그린으로 

구분됩니다. 

그레이(Gray) 수소.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방법으로 생성된 수소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고온 및 고압에서 반응하는 천연가스 및 석탄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후 

합성가스는 물과 반응하여 순수한 수소와 CO₂를 생성합니다. 이는 수소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상당한 양의 CO₂를 배출하므로, 그 결과 생성되는 수소에너지를  

“그레이수소”라고 지칭합니다.

블루(Blue) 수소.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다음으로 일반적인 수소 생산방식으로, 기본 과정은 

그레이수소 방식과 동일하지만, 탄소포집기술을 통해 수소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포집합니다. 이렇게 포집된 탄소를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포집된 탄소는 산업 원료로 재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합니다. 

그린(Green) 수소. 마지막은 가장 유망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방식입니다. 수전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수소를 “그린수소”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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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기술은 성숙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알칼라인 수전해(alkaline 

water, 이하 “ALK”)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수전해 기술로서 성숙도가 가장 높으며, 아직은 

규모가 매우 작은 그린수소 시장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해당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설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ALK의 단일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이하 “PEM”) 방식은 그린수소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전해조 

생산업체가 채택하는 기술입니다. PEM 기술은 고품질의 수소를 생산하며, 간헐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산단가가 높고 알칼라인 수전해 방식보다 생산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림 2 참조). 세 번째는 고체산화물 전기분해셀을 이용하는 고체산화물(solid 

oxide electrolyzer cell) 수전해 방식입니다. 아직 R&D 단계에 있는 이 기술은 효율성이 

높고 생산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기동시간이 필요하며, 운영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Source: O. Schmidt, A. Gambhir, I. Staffell, A. Hawkes, J. Nelson, and S. Few, “Future cost and performance of water electrolysis: An expert elicit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42 (2017), pp. 30470––30492;  (IEA), “The Future of Hydrogen: Seizing today’s opportunities,” June 2019
(https://www.iea.org/reports/the-future-of-hydroge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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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수소 에너지 시대의 도래

수전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 단가 하락

그린수소의 생산단가는 현재 전통적인 수소에너지 생산방식, 예를 들어 그레이수소 

생산방식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수전해 기술의 발전, 재생에너지 

원가 감소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ote: ALK = , LCOE = , MWh = megawatt hour, PEM = 
Source: (IEA), “The Future of Hydrogen: Seizing today’s opportunities,” June 2019
(https://www.iea.org/reports/the-future-of-hydrogen); Strateg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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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다양한 수전해 기술, 특히 고분자전해질 수전해(PEM)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이 약 90% 가량 개선되었고, 발전 시스템은 대략 8만 시간의 

운영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고 저렴한 원료 개발로 인해 현재 800~1,400달러/

kW에 달하는 PEM 설비비용이 하락하여, 2050년에는 200달러/kW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생에너지의 원가 감소

전기는 수전해 공정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4.5센트/kWh로 계산 시, 

고분자전해질 수전해(PEM) 방식의 경우 약 50%를 차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 간 

발전비용이 더욱 저렴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의 입찰 

견적가를 기반으로 2센트/kWh 이하의 비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규모의 경제 확대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간 수전해 용량도 늘어나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되고 있습니다.

 

PwC Strategy&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PEM 기술을 이용한 그린수소 에너지의 

생산원가는 2030년까지 그레이수소 에너지의 생산원가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1.40~1.80달러/kg), 2050년까지는 절반 이하(0.70~0.90달러/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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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수소 수요 전망

4.1 산업별

● 화학산업

수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의 생산을 위한 

화학원료로 사용됩니다. 화학산업의 수소수요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8년 

4,300만 톤에서 2050년 약 1억 2,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경에는 그린수소 

에너지의 생산비용이 더욱 저렴해지면서, 다수의 

암모니아 및 메탄올 신규 생산설비가 그린수소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린수소의 

수요는 2050년까지 최대 5,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강산업

기후온난화 대응정책으로 전 세계 주요 철강기업 

들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이하 

“DRI”)이 포함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1차  

철강의 연간 생산량은 약 15억 톤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약 1/3은 DRI 방식을 통해 제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철강 생산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그린수소 수요는 2050년까지 잠재적으로 약 1,000

만 톤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난방

상업 및 주거용 난방은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연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50년까지 천연가스 

배관망에(부피 기준) 최대 10% 또는 1억 1,500만 

톤의 수소를 주입하는 것은 가스 설비에 큰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탄소 배출을 상당히 줄여줄 

것입니다. 

● 발전

액화 또는 가스 탄화수소의 연소를 통한 기존의 

발전방식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석유자원이 부족한 국가

(일본, 한국)들은 값비싸고 오염을 유발하는 수입 

연료에 상당히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수입은 높은 비용과 시스템 손실 및 

지리적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린수소 에너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향후에는 원유 대신 저렴한 그린수소를 수입하여 

대형 발전용 연료전지를 통해 이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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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연료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 전기자동차(EV)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V용 전력은 차량을 

플러그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차량 

탱크에 수소를 채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여 제공됩니다. 연료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성하는데, 산소는 이미 대기 중에 존재하므로 

연료전지는 수소 공급만을 필요로 하고, 기타 

발전연료와 비교 시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고효율: 내연기관의 효율은 약 25% 정도이며, 

복합 사이클 가스터빈은 약 65%의 열효율을 

보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수소연료전지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80%~90% 수준을 유지합니다. 

- 청정 연료: 그린수소로 구동되는 연료전지는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수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음 절감: 연료전지는 부품이 없으므로 작동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급속 충전: 배터리전지는 완충까지 30분에서 몇 

시간씩 걸리는 반면, 연료전지의 수소탱크는 5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PwC Strategy& 분석에 따르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EV는 비용면에서 화석연료 차량 및 전기 

요금이 높은 국가에서 배터리 구동 EV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그림 4 참조). 또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중장비 운송의 경우,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EV는 배터리 구동 EV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Source: (IEA) “Global EV Outlook 2019: Scaling-up the transition to electric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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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별

수소에너지는 장기간 저장과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2050년 그린수소 

에너지의 연간 글로벌 수출시장은 약 3천 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난방, 산업 

및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연료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린수소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림 5 참조).

Sour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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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환경적으로 더욱 청정하며, 지구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원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풍부한 태양 

및 풍력 에너지원을 보유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에너지 평준화 비용(low levelized cost of 

energy, 이하 “LCOE”)1으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규모 및 비용 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린수소의 잠재적인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미국 등은 국가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평준화 비용(LCOE):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기술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본 지출, 해당 시설의 수명 기간 동안의 운영 및 수리 비용)을 생산된 에너지 양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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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수소 생산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요소

그린수소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그린수소 에너지 산업의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린수소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고효율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그린수소의 생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1년 내내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 대규모의 평지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 그린수소의 글로벌 

수요에 대비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4,700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의 전 세계 발전량의 거의  

5배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전해 

발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 수자원

2050년까지 그린수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5.6조 리터의 탈이온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 사용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 수출 고려시: 낮은 수준의 내수 규모

브라질, 중국, 인도 및 미국과 같은 국가는 

대규모의 그린수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그린수소 생산량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 잠재력은 제한적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와 가스가 수소에너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대부분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난방, 운송, 전력 및 산업 부분에 공급을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호주는 2040년 

부터 매년 300만 톤 이상의 수소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2050년까지 약 150만톤에 달하는 블루 및 

그린수소를 생산 및 수출해 1,5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운송, 대체 

원료, 건설, 난방 및 전력과 산업 부문 등 국내 

수요를 6,0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수소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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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규모의 경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린수소의 

생산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린수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각 국가와 기업은 이러한 추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30년까지 수소 수요는 산업, 운송, 에너지 및 건물 부문의 다양한 니치마켓을 통해 

완만하고 꾸준한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 수소 생산비용은 2030년까지 약 50% 감소하고, 이후 2050년까지 완만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 2050년까지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미국 및 호주 일부 지역의 그린수소 생산 

비용은 kg 당 1.2달러~1.8달러가 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 일본, 한국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의 수소 생산비용은 약 2.4달러/kg이 될 것이며, 

이러한 국가는 다른 곳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풍부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도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토지 제약으로 인해 

수소를 수입할 것입니다. 경제 분석 외에도 국가 수소 전략, 기 발표 된 프로젝트,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미래 무역 흐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재생가능수소에너지 비용 

및 수입/수출국가 현황).

●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인도, 호주와 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는 경쟁력있는 수소 

생산지역과 수소생산 불가능 지역이 함께 공존하여 내수 거래가 발전할 것입니다.

● 수출 및 수입 허브는 현재의 석유 및 가스 허브와 유사하게 발전할 것이지만, 재생에너지 

강국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입니다.

밝아오는 그린수소의 미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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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와 기업은 가능한 한 빠르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실질적 경험을 얻고, 수소생산에 대한 

학습곡선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세금 및 규제 정책은 

기업의 CAPEX 및 OPEX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수소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설비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곧 도래하게 될 수소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아래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 M&A 활동 및 파트너십, 신흥 시장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소 전략 추진

• 프로젝트의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및 자금 조달 가능성 평가

• 적절한 자금조달 이니셔티브 및 부산물 사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비즈니스 사례의 

최적화

• 국내 및 글로벌 차원의 법적 및 규제적 영향 평가

•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R&D 및 프로젝트 보조금 파악

• 수소 조달 및 무역 전략 개발·실행

• 그린수소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인증모델 이해

본 자료는 Strategy&의 ‘The dawn of green hydrogen’을 주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The dawn of green hydrogen의 주요 저자

Dr. Yahya Anouti is a partner with Strategy& Middle 
East, part of the PwC network. Based in Beirut, he 
is a member of the energy, chemicals, and utilities 
practice in the Middle East. He specializes in 
resource-b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energy 
economics. He advises governments and oil and gas 
companies on sector strategies, operating model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Dr. Shihab Elborai is a partner with Strategy& Middle 
East. Based in Dubai, he is a member of the energy, 
chemicals, and utilities practice in the Middle East. 
He serves major electrical industry player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by redesigning strategy, 
policies, governance structures, and regulatory 
frameworks to navigate the shift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s and to help build modern energy delive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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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Raed Kombargi is a partner with Strategy& Middle 
East. Based in Abu Dhabi, he leads the energy, 
chemicals, and utilities practice in the Middle East. 
He focuses on strategy development, concession 
agreements, commercial joint venture setup, 
cost reduction, operational excellence, capability 
development, and operating model assignments in 
the energy space.

Ramzi Hage is a principal with Strategy& Middle 
East. Based in Beirut, he is a member of the energy, 
chemicals, and utilities practice in the Middle East. 
He specialize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ith a 
focus on policy development, program establishment 
and execution, and manufacturing value chain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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