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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gen fueled vehicle was evaluated as one of the next-generation technology that will be able to 
solve the global warming, depletion of fossil fuel and etc. The practical use of hydrogen fueled vehicle, 
nevertheless, is being delayed more than expected schedule due to various causes. In order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hydrogen fueled vehicle, development status and obstacle factors of practical use for hydrogen 
fueled vehicles were reviewed and the strategy plans for dissemination promotion were proposed. Hydrogen 
fueled vehicles are included the hydrogen fuel cell, neat and enriched hydrogen fueled engines. The technicalness, 
economy, safety, cognizance, system, support and etc were considered in the strateg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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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미래 사회기반을 수소 경제화 할 수 있는 견인차가 

수소연료 지 자동차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련 기

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소 인 라가 폭 넓

게 구축된다면 조만간 수소를 연료로 하는 각종 수

소연료 지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소연료 지자동차의 고가격과 수소

연료  신시스템에 한 막연한 불안감이 두되

고 있다. 한 수소자동차에 한 경제   제도  

지원 미비 등도 수반되어 이들의 복합 인 원인들

에 기인하여 실용화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외에서는 수소연료 지 자동차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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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10-2025 scenario analyses for H2 FC vehicle by DOE.

라 기존자동차의 개발기술  인 라를 활용하여 

코스트로 상용화시기를 앞당기고 의 불안감

을 진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순수수소  수소

혼합연료 엔진 자동차 등도 개발하고 있다. 동시에 

수소자동차의 보 을 한 안 , 홍보교육, 제도, 지

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

시 를 비하고자 하는 시 조류에 발맞추어 국내

에서도 수소자동차 실용화를 한 다양한 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소자동차 실용화를 진

시키기 하여 수소자동차 기술선진국의 수소연료

지 자동차, 수소엔진  수소혼합연료 자동차의 

개발 황과 문제 을 악하여 수소자동차 실용화 

략 방안을 측하 다.

2. 수소자동차 실용화 연구 현황

2.1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연료 지자동차의 핵심인 연료 지는 1839

년 국의 William Groves가 발 실험에 성공한 것

이 최 이다. 이후 1960년 에 미국의 제미니 우주

선의 원용 개발로부터 실용화되기 시작하 다. 자

동차 용연구는 수소연료 지의 높은 효율과 유해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 에 의해 1980년 DOE 지원

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5년간 12억$ 규

모의 “Hydrogen Fuel Initiative”가 추진되었다. 

한 “Freedom Car and Fuel Cell Program”을 통해 

연료 지 연구가 비약 으로 증가되었다. 실용화된 

표 인 자동차용 연료 지는 ballard power system

이며, Benz가 ballard에 자본을 참가한 무렵부터 연

료 지가 차량용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재 ballard 

power system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용 연료

지 시스템의 효율은 약 55% 정도이며, 차량 탑재시

의 효율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 월등히 높다.

1997년 Ford가 Benz, ballard 로젝트에 참가한 

이래 자동차 선진국의 각 사가 개발을 추진하여 경

쟁 으로 실용화시기를 발표하고 있다4). Fig. 1은 

DOE에서 2025년까지의 수소연료 지 자동차에 

한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 수소연료 지 자동차의 실증사업

을 수행하고 2020년에 본격 으로 상용화될 것이라 

측하고 있다.

2.2 수소엔진 자동차

수소연료를 내연기 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1820

년경이며 20세기  자동차에 탑재된 바 있으나 역

화발생이 걸림돌이었다. 다시 심이 주어진 것은 

제1차 오일쇼크와 유해배출가스문제가 두된 1970

년  부터이며 1980년 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기의 수소엔진 자동차는 구조가 간단

하고 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흡기  분사방식이었

다. 그 후 역화  고출력 발생의 으로부터 수소

가스를 실린더 내에 직  분사하는 다양한 직 분

사식 수소엔진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직 분사식 

수소엔진은 수소분사밸 의 기 성과 내구성의 취

약으로 개발이 어려워 수소엔진 자동차의 실용화에 

부정 인 인식을 주기도 하 다. 그러나 BMW가 

역화억제 기술향상, 기존의 엔진개발기술과 인 라

를 이용하여 가로 단기간 내 개발가능하다는 

단 아래 수소엔진자동차의 개발을 재개하 다. 그 

결과 1999년 세계 최 로 양산개념의 액체수소엔진 

자동차 BMW 720i를 개발하 다. BMW는 수소엔

진 자동차의 열효율이 생각보다 양호하고 한 효

율 50% 수 의 차세  수소엔진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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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io fuel consumption gasoline equivalent unadjusted 
combined in comparison to the hydrogen ICE HEV reference 
case for midsize cars.

Fig. 3 Emission characteristics of NOx and PM for the Hythane 
engine.

Fig. 4 Progress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scenarios during 
Phase I by WE-NET program.

는 것을 제시하 다. 수소엔진은 정속운  시 고효

율을 달성할 수 있어 하이 리드 자동차의 동력원

으로 응성이 높다. 상기  하에서 Ford  GM 

등은 수소엔진 하이 리드 자동차의 상용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5).

Fig. 2는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발표한 것으로 2045년까지 수소엔진 하이 리드 차

량의 연료소비를  가솔린차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75%수

에서 2045년에는 55%수 까지 감소되어 수소엔진 

하이 리드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 다6).

한편 수소 리피스톤기 은 크랭크 기구가 없어 

실린더 내 압력에 지를 최 한 팽창일로 변환시키

고 피스톤 성력에 의한 압축증 와 각부의 마찰손

실 감소로 인하여 고효율의 달성이 가능한 기 이다. 

Sandia national Lab.에서는 혼합 압축착화 방식의 

수소 리피스톤으로 도시열효율 56%를 목표로 개

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소 리피스톤기 은 수소

엔진  고효율 달성에 유리한 기 으로 평가된다.

2.3 수소 혼합연료 자동차

수소를 기존의 탄화수소계 연료에 일부 첨가하면 

열효율  배기성능이 획기 으로 개선된다. 표

인 것이 천연가스에 소량의 수소를 혼합하는 수

소-천연가스 혼합연료이다. DOE는 연료 지뿐만 

아니라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엔진을 탑재한 버

스의 연구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펜실베니

아 주립 학은 터보디젤엔진을 개조하여 수소-천

연가스 혼합연료 엔진개발을 2008년도까지 수행하

다. 라스베가스시에서는 센트럴 로리다 학과 

collier technologies Inc.의 도움으로 5.5ℓ ford 엔

진을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엔진으로 개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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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x emissions as a function of the fuel-air equivalence 
ratios in a hydrogen fueled engine with external mixture.

Fig. 6 Efficiencies for the H2 Fuel cell, H2 engine and H2-CNG 
engine vehicles predicted by BMW, ANL, SKKU and Lund 
Univ.

실증사업을 수행 이다. 캐나다의 HCI사는 미국, 

인도, 호주가 력하여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를 

Hythane
Ⓡ
(hydrogen+methane)이라는 기술특허와 상

표등록을 마쳤다. 상기의 hythane연료를 사용한 버

스로 몬트리올 일롯 로젝트와 캘리포니아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 다. Fig. 3은 hythane을 내연기

에 사용할 경우 EURO-5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일본의 에

지 련 로그램인 WE- NET 로그램에서는 수

소 련 인 라 개발을 하여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역에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공

라인의 구성과 동시에 수소인 라 개발을 추진하려

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3. 수소 자동차 실용화 예상 전략

술한 바와 같이 수소자동차는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되어 실증되고 일부 상용화되는 단계이므로 반

드시 수소시 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다. 재 운

행되고 있는 자동차를 체할 수 의 실용화 보

을 한 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 다.  

3.1 기술적 측면

수소연료 지 자동차의 기술  장벽으로서 스택

에서는 안정 인 온시동 문제, 진동문제, 기  

건 성, 스택 내 습도제어, 냉각문제, 미반응수소의 

회수처리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스

택의 가장 어려운 은 연료 지 운 조건의 설정

치가 시스템개발 메이커에 의해 차이가 나서 각종 

부재의 요구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용화 가

능한 수 의 부재개발 지침의 확립과 동시에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상용화 가능한 흡기  수소엔진 자동차의 근본

인 기술  문제는 고부하시 발생하는 역화이다. 역

화억제 기술 확립과 동시에 고출력 달성기술이 요

구된다. 수소는 무탄소 연료이지만 엔진 용 시 유

일하게 NOx가 배출된다. 수소연료 지와 달리 NOx

가 배출된다는 것은 수소엔진 자동차의 유용성을 

희석시키는 주요인이다. 수소엔진 자동차 실용화에

는 NOx를 무공해 수 으로 감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술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근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화 발생없이 기존 석유계 연료기  수

의 고출력을 달성하면서 NOx를 무공해 수 으로 

억제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추후 다양한 

운 조건에 한 배출특성  실용화 용가능성 

연구가 기 된다7-9).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는 소량의 수소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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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ost of parts in stack system for Fuel Cell.

배기특성이 향상되지만 보다 공해 수 의 배기가

스 배출 기술이 요구된다. 한 수소혼합연료엔진

의 수소첨가량은 사용부하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일

정 수소가스를 미리 혼합하는 것보다 부하에 따라 

수소량을 제어하는 방식의 개발도 할 것이라 

생각된다.

Fig. 6은 수소연료 지 자동차, 수소엔진 자동차, 

수소-천연가스엔진 자동차의 효율을 재의 수 과 

미래에 해 측한 것이다. 결과는 BMW, argonne 

national laboratory, Lund 학, 성균 의 연구결

과로 평가하 다
10)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의 수소연료 지 

자동차 효율은 수소엔진에 비해 약 4.5% 정도 높은 

것을 보이며, 미래 측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수소-

천연가스 엔진 자동차의 효율은 수 에서 가장 낮

게 평가된다. 미래 측에서 수소-천연가스 엔진 자

동차는 수소차량 시 의 교량 역할이므로 수소자동

차 상용화로 인해 개발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3.2 경제적 측면

우선 수소연료 자체가 고가이다. 재 수소의 제

조는 부분 화석연료에서 분리하므로 기존 석유계 

연료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다. 물의 기분해에 의

한 수소생산은 보다 고가의 기에 지를 사용하므

로 실 으로 량 수소를 염가로 만드는 기술 확

립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소 연료 지 자동차의 실용화에 가장 큰 장애

가 되는 것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료 지 

시스템  약 77%의 비용을 차지하는 고가격의 귀

속을 매로 사용하는데 따른 스택의 가격문제이

다. 매기술과 분리막의 기술발 으로 상당한 가

격 감효과를 얻고 있지만 한정된 귀 속의 매장

량은 재의 내연기  자동차를 일부 수소연료 지 

자동차로 체하기에도 으로 부족하다. 따라

서 온에서 안정되고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가의 매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실질 인 수소연료

지 자동차가 실용화될 수 있다.

순수 수소  혼합연료엔진 자동차의 경우는 기

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연료공  계통만 수소용으로 

개조하면 용이하게 수소기 화 할 수 있으므로 수

소연료가격을 제외하고 비교  경제  측면에서 자

유롭다.

3.3 안전성 확보 

주지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수소는 가연한계가 넓

고, 화에 지가 으며, 단 질량당의 발열량이 

커서 출 시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소안 성 

확보에는 수소연료 공 시스템 각부의  출 책 

 스 크와 같은 화원 차단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출 책에는 수소자동차가 정지되었을 시와 

운행  충돌의 경우를 비한 이  삼 의 수소밸

 자동 차단장치와 실내 유입 시의 자동 경고  

자동 배출시스템의 용이 필요하다.

한 수소자동차의 연료탱크는 주행거리를 확보

하기 해 약 700bar의 고압용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고압용기에 비해 히 압력이 높으

므로 엄격한 안 기 과 기   내압시험 등의 안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소연료 지 자동차  수소엔진 하이 리드 자

동차는 고 압을 사용하므로 고 압  자 의 

안정성의 확립도 동시에 부가된다. 수소엔진 자동

차의 경우는 역화 발생 시의 안 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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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Upward hydrogen flame from a fired vehicle installed two 35 MPa, 34 litters capacity cylinders. (B) Gasoline flame from 
a fired vehicle filled with 40 litters.

이와 함께 수소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측하지 

못한 비정상 운  시의 각종사고에 한 유형의 

악  긴 조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한 운 자

에 한 안 교육과 감 사고나 수소 설 등의 사

고처리 시 필요한 구조자 인력양성  교육훈련 등

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4 부정적인 인식변화 

수소가 출되는 경우 도가 작아 기 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안 성은 상 으로 타 연료에 

비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Fig. 8은 일본의 JARI에서 발표한 수소와 가솔린 탱

크의 폭발 시의 사진과 열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 시 가솔린의 열유속이 

수소보다 높은 것을 보인다11). 하지만 폭발성이 크

다는 연료특성에 의해 수소에 한 사회  인식은 

부정 이다. 수소자동차를 상용화하기 해서는 무

엇보다 이를 일소하여야 한다. 부정 인 인식의 변

화에는 수소연료  수소자동차가 안 하다는 다양

한 수소 련 교육홍보가 효과 이다. 미국의 캘리

포니아에서는 수소교육  수소체험 등의 다양한 

로그램들을 도시자체에서 운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수소 련 교육홍보에는 정부주도하의 범사회

 참여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수소

의 사용을 일상화하여 안 하다는 것을 체험하여야 

한다.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자동차는 안 성이 입

증된 천연가스 차량에 소량의 수소가스를 첨가하는 

방식이다. 상기의 차량을 버스 등으로 먼  운행하

면 수소에 한 의 부정 인 인식을 용이하게 

일식할 수 있다. 한 소량의 수소를 사용하므로 소

수의 수소스테이션으로 수소자동차 실용화가 가능

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연료공  인 라 설치가 

실 으로 어려워 수소자동차의 실용화가 부정 이

라는 인식도 불식할 수 있는 효과도 수반된다. 동시

에 수소의 사용을 진 으로 증가시켜 수소에 지 

시 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12).

3.5 제도 및 지원

수소 련 기술의 표 화  법규 등을 주도하기 

해 선진국에서는 ISO, IEC  GTR 등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이다. 국내에서도 수소･연료 지 자

동차에 련된 시스템  요소부품의 표 화, GTR 

비  안 성에 해 실용화를 한 제도가 조속

히 확립하여야 한다. 

수소자동차는 기존의 석유계연료 자동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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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의 험성에 치 하여 안 성 규제가 부가

된다. 수소혼합연료의 장용기는 소량의 수소가 

혼합되어도 수소용기의 안  규정을 만족하여야 된

다. 이로 인해 보  확 가 제한되므로 한 안

규정의 개선도 생각할 수 있다. 

재 공해  녹색자동차의 보 은 정부주도하

의 지원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도 동일한 정부주도하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미국의 경우 PL 109-58(세 정책)에 의거, 체 연

료 용 차량 구입 시 50%의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

며, 엄격한 배출 기 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30% 

공제를 제공한다. 일본은 2009년도 세제개정안에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비용 감이 있으며, 연비 등

의 성능에 따라 세액의 75% 는 50%를 경감한다

고 한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 체에 하여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소자동차에 한 인

센티 제도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별도로 도입되

고 있지 않다. 수소자동차 특히 연료 지자동차에

서 100kW (상용수 ) 스택의 가격은 약 1억원정

도로서 상 으로 고가이므로 기존과 같은 일정액

의 지원으로는 구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액 

지원보다 소비자가 큰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차

량가격이 되도록 폭 인 지원하는 것이 수소자동

차의 실용화보 을 진할 수 있는 안이다. 한 

수소연료도 정부주도하에 가격으로 공 하는 것

이 보 진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자동차 산업은 미래의 환경과 에 지문제에 응

하기 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며, 다양한 차량이 

개발 이나 수소자동차가 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수소 자동차 실용화 보 을 해서는 기술 , 경

제 , 안 성, 인식, 제도  지원의 측면에서 략 

강구가 필요하다. 기술  불확실성은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실용화 보 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요하다.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소자동차 보 진을 한 정부주도

하의 제도 확립과 폭 인 지원은 수소자동차 실

용화 성공의 건이다.

수소연소 시의 무공해 가능성, 비용, 단기 내

의 개발가능성과 의 불안감 불식의 측면에서 

수소  수소혼합연료엔진 자동차는 유리한 이 

많다. 이러한 에서 수소연료 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기 자동차를 선보 시키는 것도 수소자동

차의 상용화 진과 수소에 지시 를 앞당길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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