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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security, oil price, etc., hydrogen energy has been getting so much attentions these days. This paper 
analyzed the CO2 emission, costs, and energy consumptions when the hydrogen energy was introduced to 
transportation, specifically in Sedan sector using the energy system model, MARKAL. As results, 21.5% 
of CO2 emission in 2040 could be reduced and additional 76 billion dollars will be needed in the high 
energy price scenario. The amount of energy saving mainly due to the replacement of existing car to hydro-
gen vehicle was 16%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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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EIA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TSAP : energy technology system analysis 

programme

GHG : greenhouse gas
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ICE : internal combustion engine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ARKAL: market allocation
MPV : multi purpose vehicle
PEMFC :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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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 photovoltaics
RES : reference energy system
TOE : ton of oil equivalent
US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1. 서 론

수소의 에 지로의 사용은 석유 기 등의 에

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안으로 거론되곤 했으

나, 오랫동안 에 지가격이 안정 으로 유지되면

서 그리 심의 상이 되지 못해왔다.

2000년 에 들어 기후변화를 심으로 한 환경

문제 응, 통 인 화석에 지자원 공 의 한계 

가시화, 그리고 최근의 고유가시  경험 등을 통

해 궁극 인 미래 에 지의 안 의 하나로서 

수소에 한 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재 기술수 에서 부분의 수소생산 

과 수송, 그리고 이용기술의 수 은 상업화와 거리

가 먼 기술개발 단계에 있으며, 수소경제의 실 에

는 앞으로 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

이처럼 수소에 지 도입을 해서는 해결하여

야 할 많은 기술  제약이 존재하고, 한 그 실

에 이르기까지의 가능시 이 매우 장기 임에 따

라 수소에 지의 도입이 미치는 효과에 한 지 

않은 호기심과 이를 충족시키기 한 많은 분석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수소에 지의 경우, 수소의 생산, 장, 수송, 이

용에 이르는 에 지시스템 상의  과정에 련이 

있다. 때문에 이의 채택효과 분석에 시스템 인 분

석방법이 요구되며, 한 실 의 장기성 때문에 동

태 인 분석(dynamic analysis)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래 에 지시스템에서 

수소에 지 련 기술을 채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 비용, 그리고 에 지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수송분야의 승용차부문을 상으로 장기 

동태  에 지시스템모형인 MARKAL을 용하

여 분석하 다.

수소에 지기술의 기술특성, 채택 가능시 , 비

용 등에 한 상세한 자료 분석과 시스템 인 분

석방법을 통해 미래 에 지시스템에서 수소기술의 

역할에 한 정량 인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미래 수소기술의 채택

에 의한 환경, 비용, 에 지효과, 그리고 분석방법

은 향후 비용효과 인 수소에 지 기술개발과 인

라구축, 보다 빠른 수소경제 실 방안 탐색 등에 

한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2. 분석모형(MARKAL)

MARKAL모형은 1978년 개발된 이후 IEA의 국

제 인 다자간 력사업인 ETSAP을 통해 재까

지 지속 개발  보 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재 69개국, 177개 기 이 활용하고 있는  세계

으로 가장 리 채택되고 있는 에 지  환경

련 분석모형이다
1)
. 

MARKAL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최  에 지 

시스템의 제시, 기술 /정책  안의 평가, 온실

가스 배출 감축수단들의 잠재력 평가, 기술  연

료 조합, 기술의 한계가치 등 에 지/환경/경제와 

련된 다양한 분석결과를 빠르고 정량 으로 제

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

MARKAL은 일반화된 에 지 시스템 분석을 

한 다 주기 동 선형계획법(multi period dynamic 

linear programming) 모형이며, 목 함수는 체 

분석기간 동안의 할인된(discounted) 에 지시스

템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MARKAL모형

은 외생 으로 주어지는 수요를 최소 비용으로 만

족시킬 수 있는 에 지기술의 구성, 에 지  원

료의 구성을 도출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량과 같은 환경 향을 동시에 산출해 다. 즉, 외

생 으로 정의된 제품  서비스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같은 목표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체 

계획 기간 동안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

지기술시스템의 구성을 최 화한다.

목 함수를 수식으로 표 하면 식 (1)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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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PV는 MARKAL의 목 함수로서 분

석에 포함된 모든 지역의 가화(present value)된 

총비용이며, ANNCOST(r,t)는 지역 r, 기간 t에서

의 연간비용(annualized cost), NPER은 체 분석

기간내에서의 분석구간의 수이며, NYRS는 각 분

석구간의 길이(년수), r은 분석에서 구분한 지역의 

수를 의미한다.

각 분석 연도별 총 비용(ANNCOST(r,t))은 다

음과 같은 비용항목을 포함한다.

․ 기술에 한 연간 투자비용

․ 기술의 고정  변동유지비용

․ 에 지  원료의 공 비용(국내 채 , 수입)

․ 에 지  원료의 수출로 인한 수익

․ 연료  원료의 수송비용

․ 에 지자원, 기술, 환경물질 배출과 련된 

세   보조

MARKAL모형은 에 지 생산/소비량, 원료 생

산/소비량, 효율, 이용율, 기술수명, 투자비용, 유지

비용, 잔여보 량 등의 기술 특성치, 시장 침투율, 

오염원 배출계수, 그리고 최종 에 지 수요에 한 

망치 등의 상세하고 깊이 있는 입력자료를 요구

한다. 이러한 요구는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장  이외에 모형의 구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 이기도 하다.

한 이러한 유형의 모형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미래 기술의 장기 인 투자 결정을 평가하는데 매

우 유용하나, 한편으로는 거시경제 인 요인을 명

확히 반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

제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가 미치는 요인을 

하게 반 하는데 한계가 있다.

3. 분석대상 시스템 설계

3.1 분석범위

본 연구는 수소의 생산으로부터 수송, 장, 그

리고 이용기술로 이루어지는 수소에 지기술시스

템을 분석의 상에 포함하며, 실제 수소 이용기술

의 용분야로는 수송분야의 승용차부문을 상으

로 하 다. 이용분야로 수송분야를 선택한 것은 수

소에 지가 발 용,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으

로 폭 넓게 용될 수 있으나, 자동차 심의 수송

용 용이 기술 인 조기 실 가능성  효과 측

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

다. 특히, 이  승용차에 분석을 한정한 것은 

재 분석의 기 자료로서 이용 가능한 신뢰할 만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 것이다. 

수송분야 에 지소비는 2006년 36,527천TOE(

체 최종에 지 소비의 21%)이었으며, 도로부문 소

비는 수송분야 소비의 78.3%에 달하는 28,588천

TOE이었다
3)
. 승용차부문(자가용승용차, 택시 포

함)의 소비는 도로부문 소비의 50% 정도
4)
로서 수

송분야 체의 39%, 체 최종에 지소비의 약 

9%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표 인 에 지다

소비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부문 소비의 73%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단  분석연구의 용부문으로서 

충분한 규모의 의미를 가진다고 단하 다.

수소의 이용기술 에서는 미래 수소경제 실

의 가장 유력한 핵심기술로 재 망되고 있는 

고분자 해질연료 지(PEMFC)를 이용한 수소연

료 지자동차(HFCV)의 용을 고려하 다.

한편, 도로부문 수송수단  승합차와 화물차에 

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등 결과의 비교를 

해서 기존 연료와 기술구성만을 사용하는, 즉 기술

체를 고려하지 않은 에 지흐름만을 반 하 다.

3.2 기준수소에너지시스템 설계

기 수소에 지시스템은 수소생산을 한 에

지자원의 공 으로부터 최종사용기기에 이르기까

지 실제 분석의 상이 되는 모든 에 지  기술

의 종류, 기술 간의 계 등을 종합 으로 설계하

여, 분석모형 구축의 기본토 (framework)로 활용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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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of reference hydrogen energy system

설계는 시스템분석을 한 수소기술에 한 

반 인 황  망 분석을 바탕으로 하 다.

먼 , 체 시스템은 수송부문의 통 인 내연

기 (ICE)과 미래에 채택 가능한 수소연료 지자

동차(HFCV)를 기 으로 하여, 이들에 요구되는 

다양한 연료의 공  흐름을 포함하는 범 를 경계

로 하 다. 이는 분석시스템내에서 ICE와 HFCV

간의 경쟁과 체 계, 그리고 이를 통한 효과

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분석시스템의 에 지원 구성은 수소와 련하

여 석탄, 우라늄, 천연가스, 기, 태양 , 풍력, 바

이오매스를 고려하 다.

수소생산기술로는 앙집  량생산기술로 석

탄가스화, 원자력이용, 천연가스개질, 그리고 기

를 이용한 물분해를 포함하 으며, 석탄과 천연가

스 기술에는 CCS 채택여부에 따라 기술을 다시 

구분하 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술로는 재생에 지이용 수소

생산(풍력, 태양 발 - 기이용 물 분해), 천연가

스개질을 포함하 으며, 풍력과 태양 의 경우에

는 그리드 력을 이용한 하이 리드 개념의 기술

을 같이 고려하 다. 

간규모 수소생산기술은 액체수소를 기반으로 하

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소생산만을 고려하 다.

수송기술로는 이 라인과 트럭을 반 하 다.  

수소 장, 즉 수소스테이션은 이 라인으로부터

의 기체 수소, 트럭과 연계한 액체수소 장  분

배 기술을 고려하 다. Fig. 1은 설계한 기 수소

시스템을 표 한 것이다.

3.3 수소기술 특성분석

수소생산기술을 비롯한 수송, 이용기술 등 수소

시스템 련 기술은 아직 효율  비용경쟁력을 갖

추지 못한 R&D단계에 있으며 상업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한 수소기술의 본격 인 채택시기

가 아주 먼 미래인 계로 본 분석에 필요한 기술

, 비용  특성에 한 신뢰할 만한 망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재 부분 기술개발 단

계에 있는 수소에 지기술들의 미래 개발에 해 

기술 , 비용  특성을 망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

하여, 신뢰성, 본 분석의 목 과 분석모형에서 요

구하는 자료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3.3.1 수소 생산기술

수소는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 지 등으로부

터 천연가스 개질, 기분해,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가스화, 생물학  공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

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 부분의 수소생산기술이 효율  

비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R&D단계에 있는 계

로 실제 랜트의 운 에 기반한 기술특성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 망 는 

추정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미래 수

소생산기술의 특성에 해 신뢰할 수 있는 망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되는 자료들을5-7) 비교검토

하여 분석의 기 자료를 정의하 다.

수소생산기술은 RES설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크게 량생산 앙집 , 분산형, 그리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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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 
Mid-size plant

Categories Unit
Biomass Biomass

w/o 
CCS

with 
CCS

w/o 
CCS

with 
CCS

Start Year year 2015 2015 2030 2030

Capacity PJ.H2/yr 1.04 1.04 1.04 1.04

Cost

Investment $/GJ.H2 116.4 119.2 56.79 58.23

Fixed O&M $/GJ.H2 5.84 5.99 2.81 2.88

Var. O&M $/GJ.H2 1.14 1.21 0.53 0.61

Energy
Delivered 
Biomass GJ/GJ.H2 0.34 0.34 0.22 0.22

Ele.-Grid GJ/GJ.H2 0.02 0.03 0.01 0.02

Availability Factor % 90.0 90.0 90.0 90.0

Fuel 
Price

Delivered 
Biomass $/GJ 2.85 2.85 1.91 1.91

Ele.(Industrial 
Rate) $/GJ 12.50 12.50 12.50 12.50

Life Time year 25 25 25 25

Table 2 Characteristic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 distributed plant

Categories Unit Natural Gas Electricity
(Grid) Wind Turbine Photovoltaics Wind-

Grid-Based
PV-

Grid-Based

Start Year year 2015 2030 2015 2030 2015 2030 2015 2030 2015 2030 2015 2030

Capacity PJ.H2/yr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0.021

Cost

Investment $/GJ.H2 88.98 46.17 122.16 27.41 329.94 42.81 478.07 68.78 132.26 28.38 131.78 28.38

Fixed O&M $/GJ.H2 1.74 0.91 2.43 0.53 6.60 0.83 9.56 1.37 2.65 0.53 2.65 0.53

Var. O&M $/GJ.H2 0.91 0.46 1.21 0.30 3.34 0.46 4.78 0.68 1.29 0.30 1.29 0.30

Energy
Use

NG GJ/GJ.H2 0.22 0.190 - - - - - - - - - -

Ele.-Grid GJ/GJ.H2 0.0107 0.006 0.198 0.1702 - - - - 0.138 0.102 0.158 0.14

Ele.-other GJ/GJ.H2 0.197 0.171 0.197 0.171 0.059 0.068 0.040 0.03

Availability Factor % 90.0 90.0 90.0 90.0 27.0 36.0 18.0 18.0 90.0 90.0 90.0 90.0

Fuel
Price

NG $/GJ 6.16 6.16 6.16 6.16 6.16 6.16 6.16 6.16 6.16 6.16 6.16 6.16

Ele.
(Commercial) $/GJ 19.44 19.44 19.44 19.44 - - - - 19.44 19.44 19.44 19.44

Ele.-other $/GJ - - - - 16.67 11.11 88.61 27.22 16.67 11.11 88.61 27.22

Life Time year 20 20 15 20 15 20 15 20 15 20 15 20

규모 랜트로 구분하 으며, Table 1, Table 2, 

Table 3은 각각에 한 세부 기술구성  분석에 

용한 특성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용된 기술의 특성치  비용, 에 지

소비, 이용율은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2004)
6)
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값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MARKAL의 

데이터 특성에 맞게 단  등을 재 가공한 것이다.

기술의 수명은 UKSHEC
7)
의 자료를 용하

다. 연료가격은 국내 가격을 용하 으며, 에 지

가격 산출에 한 상세한 설명은 제사항에서 제

시한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US DOE
5)
을 참고하여 수소 

1kg은 1.0gge (gallon of gasoline equivalent)로 정

의하 으며, 환산열량은 0.1319GJ을 용하 다.

3.3.2 수소 수송기술

본 분석의 수소 수송기술에는 앙집 형 량 

수소생산과 연계하여 가스상태의 수소를 수송하기 

한 이 라인, 간규모의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여 생산한 액체 수소와 연계된 탱커트럭 두 가

지 기술을 포함하 다.

주요 자료원  처리방법은 수소생산기술과 동

일한 방법을 용하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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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 central station

Categories Unit
Natural Gas Coal Natural Gas Coal

Nuclear
w/o CCS with CCS w/o CCS with CCS w/o CCS with CCS w/o CCS with CCS

Start Year year 2015 2015 2015 2015 2030 2030 2030 2030 2030

Capacity PJ.H2/yr 52 52 52 52 52 52 52 52 52

Cost

Investment $/GJ.H2 8.72 12.00 22.16 22.65 6.29 8.19 16.70 17.12 47.48

Fixed O&M $/GJ.H2 0.46 0.61 1.14 1.14 0.30 0.38 0.83 0.83 2.35

Var. O&M $/GJ.H2 0.08 0.15 0.23 0.23 0.08 0.08 0.15 0.15 0.46

Energy 
Use

NG GJ/GJ.H2 0.1758 0.1852 - - 0.1664 0.1711 - - -

Coal GJ/GJ.H2 0.1816 0.1816 0.1643 0.1643 -

Nuclear Fuel GJ/GJ.H2 0.0403

Ele.-Grid GJ/GJ.H2 0.0024 0.0064 0.0088 0.0136 0.0024 0.0048 0.0032 0.0064 -

Availability Factor % 98.0 90.0 90.0 90.0 98.0 90.0 90.0 90.0 90.0

Fuel 
Price

NG $/GJ 4.27 4.27 4.27 4.27 4.27 4.27 4.27 4.27 4.27

Coal $/GJ - - 1.16 1.16 - - 1.16 1.16 1.16

Nuclear Fuel $/GJ 6.94

Ele.(Industrial Rate) $/GJ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Life Time year 30 30 30 30 30 30 30 30 30

Table 5 Characteristic of fuel station technologies

Categories Unit Gaseous H2

from Pipeline
Liquid H2

from Truck

Start Year year 2015 2030 2015 2030

Capacity PJ.H2/yr 0.12 0.12 0.12 0.12

Cost

Investment $/GJ.H2 6,020.2 4,275.3 174.4 75.9

Fixed O&M $/GJ.H2 0.38 0.30 0.61 0.23

Var. O&M $/GJ.H2 0.68 0.46 0.99 0.46

Energy 
Use Ele.-Grid GJ/GJ.H2 0.0072 0.0057 0.003 0.003

Availability Factor % 90.0 90.0 90.0 90.0

Fuel 
Price

Ele.
(Commercial) $/GJ 19.44 19.44 19.44 19.44

Life Time year 30 30 30 30

Table 4 Characteristic of hydrogen fistribution technologies

Categories Unit Pipeline Truck

Start Year year 2015 2030 2015 2030

Capacity PJ.H2/yr 51.98 51.98 1.04 1.04

Cost

Investment $/GJ.H2 13.94 10.25 33.41 17.83

Fixed O&M $/GJ.H2 0.68 0.53 2.12 1.14

Var. O&M $/GJ.H2 0.15 0.08 0.99 0.83

Energy
Diesel GJ/GJ.H2 0.0003 0.0003

Ele.-Grid GJ/GJ.H2 0.0008 0.0008 0.0400 0.0288

Availability Factor % 90.0 90.0 90.0 90.0

Fuel
Price

Diesel $/GJ 29.80 29.80

Ele.
(Industrial 

Rate)
$/GJ 12.50 12.50 12.50 12.50

Life Time year 30 30 5 5

3.3.3 수소 저장기술

수소 장, 즉 수소스테이션에는 앙집 - 이

라인과 연계된 기체상태의 수소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션, 바이오이용 액체수소생산-탱커트럭과 연

계된 액체수소기반 스테이션으로 구분 정의하 다.

주요 자료원  처리방법은 수소생산기술과 동

일한 방법을 용하 다(Table 5).

3.3.4 수소 이용기술

수소 이용기술로서 기존 내연기 (ICE)승용차, 

기자동차  하이 리드자동차, 그리고 HF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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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 of sedan by fuel type and size

Fuel Type Size Fuel Economy
(km/l)

Investment
($/car)

Gasoline

Mini 17.10 6,639

Small 13.60 9,763

Medium 9.40 16,597

Large 8.60 28,312

Diesel MPV 11.80 19,526

LPG
Medium 8.46 16,597

MPV 8.46 25,383

Electric Car

Small 3.42 19,916

Medium 2.72 29,288

Large 1.88 49,790

MPV 1.72 84,936

Hybrid Car

Small 20.40 19,526

Medium 14.10 33,139

Large 12.90 56,624

MPV 14.10 50,766

Fuel Cell
Vehicle

Small 40.80 97,628

Medium 28.20 165,967

Large 25.8 283,120

MPV 28.2 253,832

Table 7 Energy demand projection in sedan by energy source 
(unit : 1,000TOE)

Energy 2005 2010 2020 2030 2040

Gasoline 7,512 8,810 11,513 12,365 12,324

Diesel 3,130 3,671 4,798 5,153 5,136

LPG 3,697 4,336 5,666 6,086 6,066

Total 14,340 16,818 21,977 23,604 23,525

Table 8 Energy demand projection in bus by energy source
(unit : 1,000TOE)

Energy 2005 2010 2020 2030 2040

Diesel 3,636 2,849 1,928 1,949 1,978

LPG 700 548 371 375 381

CNG 338 994 2,169 2,404 2,639

Total 4,673 4,391 4,468 4,728 4,998

Table 9 Energy demand projection in truck by energy source
(unit : 1,000TOE)

Energy 2005 2010 2020 2030 2040

Diesel 8,771 9,651 10,411 12,406 15,356

LPG 307 338 364 434 537

Total 9,078 9,989 10,775 12,840 15,893

를 고려하 다. 연비  가격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기술  신기술에 한 자료  가장 신

뢰할 수 있다고 단되는 ‘에 지기술DB’
8)
의 자료

를 활용하 다(Table 6).

4. 수소에너지 채택효과 분석

4.1 분석의 전제조건

4.1.1 수송부문 기준 에너지수요 전망

수소에 지의 최종 이용분야로 설정한 수송분

야  도로부문의 2040년까지 미래 에 지수요는  

정부에서 2005년 발표한 수소경제마스터 랜9)의 

후속 연구로서 련 문 연구기 에서 수행한 연

구결과10)에서 제시된 망치를 용하 다. 동 연

구결과에서는 도로부문 에 지소비를 수송수단별

로 자가용승용, 자가승합, 택시, 업승합, CNG버

스, 화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5년 28,029천TOE

에서 2040년 44,417천TOE에 달할 것으로 망하

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기술  근을 통

한 수소에 지 채택효과를 분석하기 해 기술

으로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연료별 구분( ; 휘발유

승용차)이 반 된 수요 망이 필요하다. 이를 해 

국내 에 지기술분야의 표 인 자료원인 ‘에

지기술DB’8)에서 포함하고 있는 2003년 기 의 세 

부 수송수단별 보 황을 용하여 수송수단과 

에 지수요의 재정의 작업을 수행하 다. 수송수

단별 구분을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승용차(자가

용, 택시), 승합차(자가/ 업승합, CNG버스), 화물

차로 재분류하 으며, 각각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원별로 수요를 세분화하 다. Table 7에서 

Table 9는 각각의 수송수단별/연료별 에 지수요 

망 정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10은 각 



수소에너지의 승용차부문 도입에 따른 CO2 배출 감축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09년 2월16

Table 11 Energy price in reference year(2005)

Energy
Price

Unit Price $/GJ

Coal3) Steam Coal 56.11 $/ton 2.25

Oil3)

Crude Oil 50.53 $/bbl 8.79

Gasoline 1,432 won/liter 45.14

Diesel(BD0.05) 1,080 won/liter 29.80
Butane

(automobile) 723 won/liter 26.51

Gas11)

Town Gas
(Industrial) 419 won/Nm3 10.24

Town Gas
(Commercial) 526 won/Nm3 12.84

Electricity

Industrial3) 60 won/kWh 16.34

Commercial3) 95 won/kWh 25.83

Wind Turbine12) 107 won/kWh 29.10

Photovoltaic12) 509 won/kWh 138.10

Nuclear13) 39 won/kWh 10.69

Biomass Biofuel14) 1,200 won/kg 29.29

Table 12 CO2 emission coefficient in power generation

Unit 2005 2010 2020 2030 2040

kg-C/kWh 0.1146 0.1220 0.0970 0.0920 0.0920

kg-C/GJ 31.8329 33.8884 26.9440 25.5552 25.5552

Table 10 Road energy demand projection total by measure
(unit : 1,000TOE)

Energy 2005 2010 2020 2030 2040

Sedan 14,340 16,818 21,977 23,604 23,525

Bus 4,673 4,391 4,468 4,728 4,998

Truck 9,078 9,989 10,775 12,840 15,893

Total 28,091 31,198 37,220 41,172 44,416

수송수단별 총 수요를 종합한 것이다.

4.1.2 분석 기준년도 및 기간

분석의 기 년도는 분석에서 필요 하는 기 자

료의 이용가능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결정하 다. 

2005년을 기 년도로 설정하 으며, 이는 ‘에 지

기술DB’8)의 국내 자동차 기술의 종류  보 , 기

술별 특성(기술, 비용, 환경특성), 미래 기술에 

한 망자료를 이용하기 해 DB 조사기간이   

2003-2005년임을 감안 한 것이다. 

분석기간은 2005년을 기 으로 2040년까지로 

설정하 으며, 이는 발표된 정부의 ‘수소경제 마스

터 랜’9)의 계획기간을 반 한 것이다. 분석주기는 

5년 단 , 즉 2040년까지 총 8개의 시간주기(time 

priod)로 구분하 다.

한편, 수소기술의 최  이용 가능시기는 2015년

으로 제하 다.

4.1.3 에너지원별 발열량 및 가격

에 지원별 발열량은 2006년 9월에 에 지기본

법 시행규칙으로 공표된 에 지열량 환산기 의 

순발열량을 기 으로 용하 다.

에 지가격은 Table 11에서와 같이 2005년의 

국내 시장 시장가격을 용하 다.

4.1.4 할인율

본 연구에서의 할인율은 최근의 원계획 수립 

등 에 지분야의 계획수립에 보편 으로 용되고 

있는 7%를 용하 다.

4.1.5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본 분석에서는 재 국제 으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에 용되고 있는 IPCC guideline 1996

의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용하 다.

다만, 수소생산  수송 등의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거나, 풍력  태양 과 하이 리드로 사용

되는 계통과 연계된 력 사용에 의한 배출계수는 

국내 력분야 실   망치15)를 용하여 제

( 력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20년 이후는 2020년 보다 5% 정도 배출이 감소하

는 수 이 지속될 것으로 제) 하 다(Table 12).

4.1.6 바이오연료 혼합율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국가에 지기본계

획16)의 계획을 반 하 으며, 혼합율에 따라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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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Bio-diesel mix rate (Unit : %, kg-C/GJ)

2005 2010 2015 2020 2025 2040

Bio-diesel 0.5 1.5 3.0 4.0 5.0 5.0

kg-C/GJ 20.10 19.90 19.59 19.39 19.19 19.19

Table 14 Dissemination rate of future HFCV in road trans-
portation sector (unit : %)

2010 2015 2020 2030 2040

HFCV 0.0 0.05 0.2 3.7 45.0

Table 15 Hydrogen production rate by technology in scenario
H2TBASEB (unit : %)

Technology 2015 2020 2030 2040

Coal 23.5 20.5 16.6 12.9

Natural Gas 64.5 59.0 45.9 33.6

Renewable

PV 1.7 4.1 7.5 10.7

Wind 7.0 16.4 28.1 40.1

Biomass 0.0 0.0 1.9 2.7

Grid Electricity 3.3 0.0 0.0 0.0

Nuclear 0.0 0.0 0.0 0.0

Total 100.0 100.0 100.0 100.0

화탄소 배출계수를 조정하여 용하 다(Table 13).

4.2 분석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소에 지의 경쟁력과 비

용효과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에 지가격을 기

으로 크게 2개의 시나리오 그룹을 설정하 다.

에 지가격의 지표 역할을 하는 원유가격은 불

과 몇 년인 2004년까지도 배럴 당 30달러 에 불

과 하 으나, 2008년 7월에 150달러까지 상승한 

후, 재는 다시 30달러 로 락하는 것 같이 변

동이 심하며, 이의 측에는 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재의 에 지가

격이 유지될 경우와 2040년까지 가격이 지속 으

로 상승할 것이라는 망을 반 한 시나리오  

근을 통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수소에 지 채택

의 효과를 분석 하 다.

한편, HFCV의 보 은 도로부문 수송수단  

승용차에만 용되는 것으로 시나리오에 반 하

다. 이는 버스와 같은 승합차, 화물차에 한 용

효과를 분석하기 한 신뢰할만한 기술특성 망

자료가 재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4.2.1 기준에너지가격 적용 나리오그룹

미래 분석기간에도 Table 11과 같은 2005년의 

에 지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망한 시나리오이

며, 세부 으로는 수소에 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도입했을 때를 반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 다.

수송-기 시나리오(H2BASELN) : 분석의 

기 시나리오로서 미래에 수소기술을 채택하지 않

고, 재의 통 인 내연기 자동차만을 계속 사

용하는 것을 제(수소에 지기술 채택의 효과비

교의 기 )

수소-기 시나리오(H2TBASEB) : 수소기술

의 채택을 고려하 으나, 원자력 이용기술은 반

하지 않음. ‘수소경제 마스터 랜’9)을 참고하여, 승

용차부문의 HFCV의 미래 보 비율을 설정하 으

며, 세부기술별로는 기존의 소/ / 형, 그리고

MPV차량을 설정한 비율에 따라 체하는 것으로 

제(Table 14)

수소생산기술의 구성은 국내 경제  기술개발 

황을 등을 종합하여 기술의 구성을 망한 련 

연구자료10)에서 제시한 비율을 기 으로 본 연구

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산기술의 종류를 반 하여 

재구성하 다(Table 15).

수소-원자력시나리오(H2TBASEC) : 수소기

시나리오(H2TBASEB)와 동일한 제와 가정을 

용하며, 수소생산기술에 원자력이용기술을 추가

한 시나리오(Table 16)

4.2.2 고에너지가격 적용 시나리오그룹

고에 지가격시나리오는 미래에 석유제품을 비

롯한 에 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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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Hydrogen production rate by technology in scenario
H2TBASEC (unit : %)

Technology 2015 2020 2030 2040

Coal 25.3 24.7 17.6 9.6

Natural Gas 62.9 54.8 35.3 26.6

Renewabl
e

PV 1.7 4.1 5.9 6.4

Wind 6.7 16.4 22.1 23.9

Biomass 0.0 0.0 1.5 1.6

Grid Electricity 3.4 0.0 0.0 0.0

Nuclear 0.0 0.0 17.6 31.9

Total 100.0 100.0 100.0 100.0

Table 17 Energy price in future (2010-2040) (unit : $/GJ)

Energy
Price

2010 2020 2030 2040

Coal Steam Coal 2.93 4.51 6.34 10.24

Oil

Crude Oil 11.41 17.59 24.73 39.94

Gasoline 58.61 90.35 127.01 205.18

Diesel(BD0.05) 38.69 59.64 83.84 135.45

Butane
(automobile) 34.43 53.06 74.60 120.51

Gas

Town Gas
(Industrial) 13.30 20.50 28.82 46.55

Town Gas
(Commercial) 16.67 25.70 36.13 58.37

Electricity

Industrial 19.41 24.27 27.80 32.83

Commercial 30.68 38.36 43.94 51.90

Wind Turbine 29.10 29.10 29.10 29.10

Photovoltaic 138.10 138.10 138.10 138.10

Nuclear 10.69 10.69 10.69 10.69

Biomass Biofuel 27.09 41.75 58.69 94.82

Fig. 2 Total CO2 emission from road transportation by scenarios

한 시나리오이며, 에 지가격이 상승할 경우의 수

소기술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기 해 설정한 시

나리오그룹이다.

고 에 지가격 망은 국가에 지기본계획16)의 

수립에 반 되었으며, 세계 으로 신뢰성을 인정

받고 있는 미국 에 지성(DOE)의 에 지정보국

(EIA)에서 2008년에 발표한 2030년까지 장기 유가

망의 고유가 망을 기 으로 용하 다. 동 

망에서 유가는 2030년에 배럴 당 185.7달러까지 상

승을 망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승추이를 반

하여 2040년까지 확장하여 분석에 용하 다. 

석탄 등 타 에 지의 가격은 유가와 연동되어 같

은 비율로 상승한다는 제를 용하 으나, 태양

, 풍력과 같은 재생에 지원으로부터의 력생

산 가격은 오히려 미래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2005년 재의 기 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하

다(Table 17).

고에 지가격시나리오 그룹 역시 3개 세부시나

리오로 구성하 으며, 수송-고에 지가격시나리오

(H2TCOSTA), 수소-기 -고에 지가격시나리오

(H2TCOSTB), 수소-원자력-고에 지가격시나리

오(H2TCOSTC)는 에 지가격 이외에는 기 에

지가격 시나리오그룹의 세부시나리오의 동일한 

제를 용하 다.

4.3 분석결과

4.3.1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효과

향후 미래 국내 수송분야 도로부문에서 수소기

술을 채택을 고려하지 않고, 재의 기술의 종류 

 에 지사용비 을 유지할 경우(H2BASELN),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 82,964.8천톤CO2에서 

연평균 1.21%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05년의 2.5

배에 이르는 126,579.5천톤 CO2에 달할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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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Total CO2 emission reduction potential by scenarios
(unit : 1,000ton of CO2, %)

Scenario 2015 2020 2030 2040

H2TBASEB
CO2 -23.8 -110.5 -2,231.9 -27,217.6

% -0.02 -0.10 -1.90 -21.50

H2TBASEC
CO2 -23.7 -109.7 -2,216.2 -27,263.5

% -0.02 -0.10 -1.89 -21.54

H2TCOSTA
CO2 0.0 0.0 0.0 0.0

% 0.00 0.00 0.00 0.00

H2TCOSTB
CO2 -23.8 -110.5 -2,235.7 -27,283.3

% -0.02 -0.10 -1.91 -21.55

H2TCOSTC
CO2 -23.7 -109.7 -2,220.5 -27,272.3

% -0.02 -0.10 -1.89 -21.55

분석을 통해 망되었다. 고에 지가격을 용한 

기 시나리오(H2TCOSTA)의 결과 역시 에 지

가격을 제외한 기술구성이 동일하므로 같은 결과

를 가진다(Fig. 2).

수소에 지기술을 채택할 경우 기 시나리오

(H2TBASEB)의 2040년 배출량은 99,361.9천톤

CO2으로 수소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21.5% 감소하 다. 원자력이용 수소생산기술을 추

가로 반 할 경우(H2TBASEC) 배출량은 99,316

천톤 CO2으로서 21.54%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수소도입시나리오에서의 배출량은 

수송분야 배출량 이외에 수소 생산과정의 배출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된 감축잠재량은 승용차부문에서의 감축량

(도로부문 체의 배출량  감축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인 수소에 지의 도입은 승용차부

문에만 용되었으므로)에서 수소생산과정의 배출

량이 제외된 것이다(Table 18).

분석결과에서 기 유가와 고유가시나리오그룹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본 연구가 순수한 기술의 비용경쟁력에 기반

을 둔 수소기술 채택효과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외생 으로 주어진 기술채택 수 과 구성하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 망되는 수

소기술의 비용 수 이 기존 기술 안에 비해 무 

높은 수 으로, 비용경쟁력을 기 으로 최 화할 

경우, 수소기술의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한편, 수소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모

든 시나리오하에서 2040년에 2,000-2,200천톤CO2 

수 이었으며, 체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2%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3.2 비용효과

수소에 지기술의 채택에 의한 비용은 기 에

지가격 용 시나리오(H2TBASEB, H2TBASEC) 

하에서 수소기술의 채택이 가능한 2015-2040년 동

안 약 1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

한 비용의 차이는 수소에 지기술의 채택에 따른 

수소생산/수송비용, 그리고 최종 이용하는 HFCV

의 비용과 기존 통 인 수송수단을 사용하는 시

스템 사이에 재 망되는 기술  비용 수 에

서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과로 제시한 비용은 분석결과로 MARKAL모

형에서 도출되는 수소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와 채

택 하 을 때의 총시스템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산

출한 것이다. 총시스템비용에는 앞서 분석모형에

서 설명하 듯이, 기술에 한 투자비용, 고정/변

동유지비용, 연료  원료비용 등 모든 비용이 반

된 것이다.

고에 지가격 시나리오(H2TCOSTB, H2TCOSTC) 

하에서의 수소에 지 도입비용은 2015-2040년 동

안 약 78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 에 지가격하에서의 결과에 비해 34%나 감소

한 결과로서, 미래 고유가 등 에 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소에 지기술이 그 만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은 투자비용의 차이에 의해 원자력이용기

술을 도입하 을 때 약간 더 높은 수 으로 나타

났으나 체 비용의 0.2% 수 으로 달리 그 차이

를 구분하여 비교 제시할 만한 수 에 이르지 못

하 다.

분석결과로 도출한 수소에 지의 총 한계비용은 

시나리오  분석기간에 따라 12.04 $/GJ.H2(1.59 

$/kg.H2)에서 46.76 $/GJ.H2(6.17 $/kg.H2)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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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verage marginal cost of hydrogen by scenario

H2TBASEB H2TBASEC H2TCOSTB H2TCOSTC

$/GJ.H2 14.39 15.17 17.50 18.35

$/kg.H2 1.73 2.00 2.59 2.90

Fig. 3 Final energy consumption in road transportation sector
by scenario

Table 20 Hydrogen consumption by sedan in road transpor-
tation sector (unit : 1,000TOE)

2010 2015 2020 2030 2040

Hydrogen 0.0 3.1 14.6 285.0 3,457.1

으로 추정되었으며, 수소가 도입되는 2015-2040년 

동안의 평균한계비용은 14.39 - 18.35 $/GJ.H2(1.90 

- 2.42 $/kg.H2) 이었다(Table 19).

동 결과는 국내 련 연구자료17)에서의 2030년 

앙집 형 수소생산비용 망 1.2 - 4.0 $/kg.H2, 

그리고 김 진 외(2008)18)에서의 수소생산기술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술  하나로 알려

진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발효에 의한 수소생산비

용 경제성 평가결과로 제시된 약 5 $/kg.H2,와 비

교할 때 한 수 의 결과로서 단된다.

한편,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같은 비

용정책이 도입될 경우를 고려하여 수소도입에 의

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비용화 할 경우, 수

소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IEA의 수소

련 망자료19)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이산화탄

소 배출권 거래가격이 50 $/톤CO2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러한 망을 반 하여, 

2015년 30달러에서 2040년 70달러까지 증가하는 

가격을 용할 경우, 감축되는 이산화탄소의 가치

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에너지효과

수소에 지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H2BASELN, 

H2TCOSTA)의 에 지소비량  에 지원별 구

성은 앞서 분석의 제로 제시한 에 지수요 망

의 결과와 동일하다.

수소에 지기술의 채택을 통하여(H2TBASEB, 

H2TBASEC, H2TCOSTB, H2TCOSTC), 최종에

지 기 으로 2040년에 약 15.5% 정도의 에 지

소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이러한 감소효과는 수소에 지이용기술

인 HFCV와 통 인 내연기 자동차간의  효율

차이에 의한 것이다.

한편, 승용차부문에서 2015년 0.05%에서 2040년 

45%까지 HFCV를 채택하는데 필요한 수소 수소 

소비량은 총 4,989천TOE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Table 20).

5. 결 론

비용 효과 이면서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장기 인 에 지시스템 구축의 안을 찾기 

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채택될 기술의 효과를 사 에 분석하는 데에

는 기술의 진보, 미래 환경 등과 련된 많은 불확

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한 다양한 방

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들어 지구온난화와 에

지안정도, 그리고 고유가 등에 응한 유력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 지를 2015-2040년 

동안 국내 승용차부문에 도입하 을 경우, CO2배

출, 비용, 그리고 에 지소비에 미치는 향을 

재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에 지시스템

모형인 MARKA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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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승용차부문에서의 수소에 지기술의 

채택에 의해 2040년을 기 으로 수송분야 배출의 

21.5% 정도의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나, 비용

은 재의 에 지가격의 수 이 지속될 경우 118

조원, 고에 지가격 망하에서는 78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 지소

비는 수소에 지의 도입에 따라 최종에 지를 기

으로 2040년에 약 16% 정도의 감소효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재 망되는 기술  비용 수

에서는 수소에 지기술이 충분한 비용경쟁력을 

갖지는 못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보

다 강화된 R&D 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의 진 과  

에 지자원의 한계  가격 상승, 보다 강한 환경

규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수소의 이용분야로 승용차만을 

한정함으로써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반 하지 못

하여 수소에 지의 잠재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

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국내의 기술수

  망에 한 자료부족에서 오는 분석 기

자료의 한계, 그리고 미래에 한 제와 가정에 

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은 향후 

지속 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본 연구는 수소의 생산으로부터 이용에 이르기

까지 에 지시스템 인 측면에서 수소에 지 도입

의 효과를 분석 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MARKAL을 이용한 수소

에 지 도입 효과 분석모형은 국내 수소기술

개발 계획수립, 수소의 에 지환경  효과분석

연구  련 정책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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