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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초 록

 과제관리번호 연구기간 2004.3-2006.2 단계 구분
 (1단계) / 

 (1단계)

연구사업명
대과제명 원자력 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 수소 생산 시스템 평가

위탁과제명
 정유 공정 수소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모듈 용량 

산출

위탁연구책임자 윤  식

단계 

참여연구

원수

총 : 16명

내부 : 15 명

외부 : 1 명

단계 

연구비

정부: 100,000 천원

기업:          천원

 계:  10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주) SK 대덕기술원

 CRD연구소 

촉매기술Lab.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97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

히,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 방법으로 선진국을 중심으

로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는 정유 공

장 및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대량 소비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본격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전 원자력 수소와 같은 대량 수소 생산 시스템의 가장 큰 수요처

가 될 수 있음. 이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자가 생산 및 소비 되고 있는 수

소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원자력 수소의 생산 시점인 2020년 분야별 수소 수요를 예측

하고 case별 원자력 수소의 공급 안을 제시하 음. 또한 현재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

산 방법인 천연가스 개질 및 석탄 가스화법에 의한 수소 생산 단가를 다양한 범위에서 

산정하고 원자력 수소의 생산 단가와 비교함으로써 원자력 수소의 경제성을 파악하

음. 원자력 수소는 대량 수소 생산 시스템으로써 생산지에서 일정기간 저장 후 수요처

로 운송하게 되므로 저장 및 운송 방법별 단가를 조사하고 원자력 수소 단가에 적용하

여 생산-저장-운반에 대한 통합적인 단가를 살펴보았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수소 수요, 연료 전지, 정유 공정, 수소 단가, 원자력 

수소

  어
 Hydrogen demand, Fuel cell, Refinery process, 

Hydrogen cost, Nuclear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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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정유 공정 수소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모듈 용량 산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수소는 현재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공정용 가스로 대부분 사용되

고 있지만 21세기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에

너지 매체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기 에너지 주역으로 수소의 

제조, 저장,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몇 

가지 분야에서는 실용화에 접근하고 있다. 

   수소 생산 방법중 가장 경제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은 천

연가스 개질법이며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개질법

을 비롯하여 석탄 가스화법등 전통적인 수소 생산 방법은 천연가스나 석

탄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온실가스 방출,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 단가상승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소 생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국제 협

력을 통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소의 주된 수요처는 현재는 대규모의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산업이

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미래 수소에너지 시스템에 대량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 수소를 비롯하여 현재 상용화 수준에 있

는 천연가스 개질에 의해 생산된 수소는 아직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수소 경제 시대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하

기 위한 수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공급할 것인

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또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는 천연가스 개질의 

소규모 On-site형 수소 스테이션과 달리 대규모의 Off-site 형태로 건설

되므로 대규모 원자력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 및 저장, 운송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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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등이 기술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큰 

소비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들이다. 현재 석유화

학 산업에서 수소는 대량 소비되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원인 석유제품에 

첨가되어 친 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

량 생산되는 원자력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방식은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

여 수송용 에너지에 수소 첨가를 통한 간접적인 이용방식에서 수소 자동

차 및 발전용 전원에 직접 이용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요구되며, 

간접 이용 방식도 공해와 에너지 수입량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정유사를 중심으로 자가 생산 및 소

비되거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소 수요 현황 및 이

용실태를 조사하고, 원자력 수소의 공급 시점인 2020년의 석유화학 산업

에 있어서의 수소 시장 규모 및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수소 수요 규모 파

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수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수소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원자력 수소의 

생산시점인 2020년 수소 수요를 예측하여 원자력 수소의 수요처별 공급 

가능 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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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 1차년도

(2004.3~

2005.2)

수소 소요량 

예측

 1) 석유 산업의 수소 사용 현황 조사

 2) 수소 사용량 증감 계획 조사

 3) 단위 공정별 수소 사용량 조사

 4) 국내 연도별 수소 소요량 예측

 5) 수소 생산 가격 조사 및 가격 예측

 6) 석유 산업의 수소 생산 방법 조사

 7) 2020년 수소 소요량 예측

제 2차년도

(2005.3~

2006.2)

수소 생산 

공정의 적정 

모듈 용량 

도출

 1) 석유 산업에서의 수소 이용 패턴 분석

 2) 정유 공정 외부 도입 수소의 적정 규모 

산출

 3) 외부 도입 수소의 공급 품질 및 조건

 4) 원자력 수소 적정 생산 모듈 용량 검토

 5) 원자력 수소 생산가격 산출 및 경제성 

비교 

Ⅳ. 연구개발결과

 1. 석유 산업 수소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가장 큰 수소 수요처는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업체로써 국내 수소 

수요의 90%이상을 차지하며 원자력 수소의 초기 생산단계에서 공급 가능

한 수요처이다. 따라서 국내 5대 정유사 및 석유화학 업체를 중심으로 수

소 생산 방법 및 생산 용량, 소비량, 외부 도입 수소량 등을 파악하고 분

야별로 분석하여 국내 수소 시장 현황을 정리하였다. 

 2. 2020년 수소 수요량 예측

   원자력 수소의 생산 시점인 2020년의 수소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는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정유사에 있어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정

유공정의 고도화 시설 증가 계획 및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률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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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수소에

너지 분야(수송용, 가정 및 상업용, 발전용)에서의 수소 사용량을 산자부

의 보급계획에 따라 산정하여 2020년 전체 수소 시장의 분야별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3. 수소 생산 단가 분석

   국내외 수소관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생산방법별 수소 생산단

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생산 방법별 단가를 재 산정하였

다. 특히, 대규모 수소 생산시스템에 대해 현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과 석탄 가스화법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서

의 단가 산정 및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원자력 수소 생산단가와 비교 분

석하였다. 또한, 대량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된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비용에 대한 단가를 제시하였다. 

 

 4. 원자력 수소의 적정 용량 검토(Case 별 공급 안 제시)

   현재 국내 수소 시장 현황 및 수소 에너지 보급 계획안에 따라 2020

년 이후 지역적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 수소 공급에 대해 가능한 case별 

공급 안을 제시하였으며, sample case에 대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에 대한 통합적인 단가를 살펴보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기존의 수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수

소 시장 현황 조사를 통해 원자력 수소 상업화 초기 생산되는 수소를 판

매할 수 있는 Target 시장인 석유 산업의 수소 사용 실태 파악에 활용하

고 기존의 수소 인프라 및 새로운 수소 인프라 형성을 통한 원자력 수소

의 상업화를 위한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규모와 생산 방법, 다양한 범위에서의 수소 생산단가와 저장 및 

운송단가 등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생산의 대안으로써 원자력 

수소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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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Estimation of optimal capacity of the module through the demand 

analysis of refinery hydrogen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ydrogen is used as a chemical feedstock in several important 

industrial processes, including oil refineries and petro-chemical 

production. But, nowadays hydrogen is focused as energy carrier, 

not an energy source on the rising of problems such as exhaustion 

of fossil fuel and environment pollution. 

   It can be obtained from hydrocarbon and water, specially 

production of hydrogen from natural gas is most commercial and 

economical process among the hydrogen production methods, and 

has been used widely.  However, conventional hydrogen production 

methods are dependent on fossil fuel such as natural gas and coal, 

and it may be faced with problems such as exhaustion of fossil 

fuels, pro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increase of feedstock 

price. 

   Thermochemical 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energy has 

potential to efficiently produce large quantities of hydrogen without 

producing greenhouse gases and, therefore, research of nuclear 

hydrogen has been worked with goal to demonstrate commercial 

production in 2020. 

   The infrastructure requirements and overall economics 

associated with hydrogen production are dependent on the 

end-users for the nuclear hydrogen product. Two main end-us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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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have been identified to large-scale industrial users (oil 

refiners, petro-chemical production) and hydrogen energy users 

(transportation,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etc).     The 

industrial hydrogen users have a well-defined current market for 

hydrogen. The hydrogen energy users such as fuel cell vehicle 

have not been well-developed yet because of the problem such as 

"chicken and egg" and they will require a hydrogen infrastructure 

that will evolve over time. Therefore, large-scale industrial users 

well-defined is suggested as first market of large-scale hydrogen 

by nuclear and then direct hydrogen energy user can be second 

market. 

   The oil refiners and petro-chemical plant are very large, 

centralized producers and users of industrial hydrogen, and they a 

high-potential early market for hydrogen produced by nuclear 

energ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r 

state of domestic hydrogen market focused on industrial users (oil 

refiners and petro-chemical plant). 

   In this report, hydrogen market of petro-chemical industry as 

demand site for nuclear hydrogen was investigated and worked for 

demand forecast of hydrogen in 2020, commercial demonstration 

time of nuclear hydrogen. Especially the works included not only 

hydrogen demand for petrochemical industry but also demand for 

direct hydrogen energy until 2040. Also we suggested possible 

supply plans of nuclear hydrogen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n it can be provided basis for determination 

of optimal capacity of nuclear hydrogen. 

   Nuclear hydrogen must be economical when compared with 

conventional hydrogen production method. Therefore, hydrogen 

production cost was analyzed and estimated for nuclear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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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conventional hydrogen production such as natural gas 

reforming and coal gasification in various range. 

   As mentioned above, demand forecast of nuclear hydrogen as 

future direct energy and economical analysis can be utilized as 

basis for determination of nuclear hydrogen capacit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Objectives Contents and Scope

1st year 

(2004.3~

 2005.2)

Hydrogen 

demand 

forecast

 1) Investigation of hydrogen demand in 

petro-chemical industry

 2) Investigation of increase and decrease 

plan in hydrogen demand

 3) Investigation of hydrogen demand in 

unit refinery process

 4) Forecast of domestic hydrogen demand 

by year

 5) Estimation of hydrogen production cost

 6) Investigation of hydrogen production 

method 

 7)Forecast of hydrogen demand in 2020

2nd year 

(2005.3~

 2006.2)

Estimation of 

optimal 

capacity in 

nuclear 

hydrogen 

production

 1) Analysis of hydrogen utilization pattern

 2) Estimation of optimal capacity of 

merchant hydrogen in refinery

 3) Hydrogen quality and condition of 

supply in merchant hydrogen

 4) Investigation of optimal capacity of 

nuclear hydrogen

 5) Estimation of nuclear hydrogen cost 

and comparisons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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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Project

 1.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hydrogen utilization status in 

petro-chemical industry

   The large scale hydrogen users in our country are oil refiners 

and petro-chemical production, and they occupy above 90% in 

domestic hydrogen deman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upply 

hydrogen for these market in initial production time of nuclear 

hydrogen. We investigated hydrogen production method, production 

capacity, amount of demand, and amount of merchant hydrogen and 

analyzed the status of hydrogen demand and supply in domestic oil 

and petro-chemical companies

 2. Forecast of hydrogen demand in 2020

   Hydrogen demand was forecasted at a point of initial production 

of nuclear hydrogen, 2020. We utilized increase plan of 

establishments as reinforcement of environment rule in oil company 

and growth rate of petro-chemical industry. Also, it is considered 

demand of hydrogen energy part (transportation, distributed power) 

as spread plan of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3. Analysis of hydrogen production cost

   Hydrogen production cost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various production method, and then estimated cost for domestic 

conditions. The cost of natural gas steam reforming and coal 

gasification known as economical method in nowadays was analyzed 

for various range and conditions. It compared with cost of nuclear 

hydrogen.

 4. Suggestion of nuclear hydrogen supply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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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hydrogen market and spread 

plan of hydrogen energy and suggested nuclear hydrogen supply in 

considering regional situation after 2020.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Our results may be applied to grasp the status of domestic 

hydrogen demand and used as a basis of determination of nuclear 

hydrogen capacity. The estimation of hydrogen cost for various 

range can be used for economic evaluation of nuclear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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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수소는 현재 화학 공정용 가스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만 21세기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매체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

서 다음 세기 에너지 주역으로 수소의 제조, 저장,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몇 가지 분야에서는 실용화에 접근하고 있다. 하

지만, 아직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닭과 달걀”의 딜

레마가 수소 경제 시대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및 전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급 인프라의 본격적인 보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수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 수소 생산 기술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개질에 의한 수소 생산

이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이며, 국내 정유 공장에서도 나프타 개질에 의해 수소

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역시 개발 초기단

계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소규모 수소 스테이션 및 가정,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소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

는 석유 자원고갈 및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국제 협력을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 중이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는 천연가스 개질의 소규모 On-site형 수소 스테이션

과 달리 대규모의 Off-site 형태로 건설되므로 대규모 원자력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이 기술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큰 소

비처가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들이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소는 대량 소비

되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원인 석유제품에 첨가되어 친 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

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량 생산되는 원자력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방

식은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송용 에너지에 수소 첨가를 통한 간접적인 이

용방식에서 수소 자동차 및 발전용 전원에 직접 이용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

환이 요구되며, 간접 이용 방식도 공해와 에너지 수입량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

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정유사를 중심으로 자가 생산 및 소

비되거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소 수요 현황 및 이용실태

를 조사하고, 원자력 수소의 공급 시점인 2020년의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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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시장 규모 및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수소 수요 규모 파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을 위해 기존의 

수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수소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원자력 수소의 생산시점인 2020년 수소 수요를 예측하여 원자

력 수소의 수요처별 공급 가능 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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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써 수소를 에너지로 직접 이용하고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제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미국

  - DOE 산하의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시범사

업 및 project 등 산.학.연이 정부과제의 일환으로 기존의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

용하여 다양하게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2005년까지 20~100 Nm3/h급 자동차용, 산업용 소규모 정치형 수소생산 

시스템 및 50 Nm3/h급 상업용 수소 충전소 등의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 실험

을 목표로 기술 개발 중임. 

  - 1976년 DOE지원으로 열화학 수소제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원자력 중단 정책으로 연구 중단한 후 2003년이후 Sandia, Idaho, 프랑스의 

CEA와 함께 IS 싸이클에 의한 수소제조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음. 

  - 열화학 수소생산기술을 2015년까지 실증 목표로 Nuclear Hydrogen 

Initiative 계획를 추진하고 열화합법의 타당성 조사 착수. 2010년까지 수소생산

용 원자로 개발 및 2010년~2015년에 600MW급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 

및 건설 계획(INEEL, Freedom Power Project)를 추진 중임.

  - 1970년 GA(Genral Atomics)사에서 발전용 고온 가스로 건설, 1980년대 

상용화 기술 기반 확보하였으나 반핵 정책으로 중단되었으며, 1970년 IS 싸이클

의 특허를 제안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특허건 소멸됨. 2001년부터 

DOE지원으로 열화학 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있음. 

  - 제 4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Gen-Ⅳ)으로 수소생산용 원자로 기술개발을 

201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함.

 ■ 일본

  - 수소의 분산형 이용기술에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NEDO의 

WE-NET(World Energy Network)project 및 JHFC Project (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 일본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소 제조기술, 수소저장기술, 수소공급스테이션의 실증에 

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연료별로 천연가스, LPG, 등유, 탈황가솔린, 납사 등의 on-site 개질형, 

on-site 물 전기분해형, 부생가스형 off-site 수소제조 등의 30 ~ 50 N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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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소공급 station 10여개를 설치하여 신뢰성 및 안전기술 확보차원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임. 

  - JAERI에서 1990년대 고온 가스로 계획과 병행하여 IS 싸이클의 연구 시

작, 1999년 1L/hr규모 연속 공정 성공, 2003년 50L/hr 성공

  - 고온가스로(30MW급)를 열원으로 하는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을 적용한 

실증을 위해 2004년 수소 공장 착공, 2008말 실증 완료 계획

  - 일본 동경공대에서 90년대 초 UT-3(브롬-칼슘-철)싸이클 개발, 현재 

연구 중임.

 ■ EU

  - 유럽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Project를 수행 중에 있으나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CUTE (Clean Urban Transport for Europe) 

프로그램에 18.5 million 유로를 투자하여 진행 중임. 9개 도시(런던,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에서 30여대의 Bus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

소 공급 Station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생 수소 이용방식, 천연가스 & 메탄올 수

증기 개질 방식, 대체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등)를 활용한 물전기 분해 

방식등 매우 다양한 방식의 수소 공급 Station을 시도 중이며 2003년부터 실증

중임.

  - 프랑스에서는 2001년부터 CEA에서 VHTR에 대한 자체연구와 함께 미국

의 I-NER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IS 싸이클 중 HI 분리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

행중임 또한, 2020년부터 일본 원자력 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체결하여 IS 싸이

클의 대한 각 공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음. 이 연구는 글로벌 수소제조 계획

으로 독일의 Aachen대학, 미국 GA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IS 싸이클의 각 공정

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

  -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음. 2000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등의 국가기관이 과기부 고효율 수소제조 사업을 수행

하였고 2003년 10월부터 과기부에서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수소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을 10년 계획으로 수행중임. 

  - 수소 제조 기술 개발의 예로써 현대자동차는 2001년 압축 수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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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소공급 station을 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SK(주)는 40kW

급 PAFC용 천연가스 연료개질 시스템 개발 (1989~1992), 천연가스 수증기 개

질방식 수소발생장치 (5~10Nm3/h) 판매(1996~ 1997),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25kW급 메탄올 개질기 연구(1999~2002)를 수행해 왔으며, 2001년

부터 가정용 연료전지를 위한 소형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는 주택용 5kW급 고분자 연료전지를 위한 천연

가스 개질기 시스템 개발 (1996~1999)을 수행하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3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

음.

  - 한국 가스공사에서는 2001년부터 플라즈마 및 열분해 방식을 이용하여 천

연가스로부터 대량 수소제조(40Nm3/h) 및 수소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5KW급 평판형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장치를 개발하였음.  또한,  2003년부터 

산자부 연료전지 실증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에너피아 (주)는 그 사업에서 

5kW급 Fuel Processor 실증부분에 참여하고 있음.

  - KAERI에서 2002년 부터 수소 생산용 고온 가스로 기초기술 연구를 자체 

과제로 수행하였으며, Gen-Ⅳ Project에 초고온 가스로 개발 분야에 참여하고 

2004년 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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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석유산업동향

   현대 산업구조 속에서 수소를 연료나 첨가제 등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석유화

학이나 전자, 반도체, 로켓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연료, 산업체의 연료 등 활용분

야가 다양한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공정분야

로 수소 생산량의 90%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화학제품의 원료나 공정

가스, 반도체, 광통신 및 기타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유 산업의 

가장 큰 경향은 수소 소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연료유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경질유로 전환하고자하는 경향과 환경적인 면에서 

고품질의 연료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또한 정제에 이용하는 원료유

(crude oil)의 품질이 지역적으로 일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석유류의 수요 경향 

   석유류의 수요에 있어서 중질유 소비의 감소와 경질유 소비의 증가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수소함량 14-15%)에 대한 소비가 

1970년대 이후부터 45%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연

료가 제트류(수소함량 13.5%)이다. 제트류는 1980년대 6%에서 1990년대 

9.5%, 2000년대 10%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중유(수소함량 11%)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면서 2000년대 이후 5.7%정도의 소비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

럽의 경우도 90년대 이후 납사와 제트류, 등.경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반면 중

질유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유화학연료인 납사의 소비

가 증가하고 경유나 중질유의 수소가 감소하며 경질유의 수요증가 현상을 보인

다. 이러한 연료유의 소비경향에 따라 정유사의 Cracker설비 증가로 수소 소모

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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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료유 소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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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유 제트유 경유 납사 중질유  

  2. 석유제품의 품질경향

   정유 업체들에게 있어 수소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연료품질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원료이다. 연료내의 불순물, 특히 황(S)성분에 대한 

규제가 매년 강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요구하는 황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제한치

를 만족시키기 위한 '탈황(脫黃)공정'이 이미 정유사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

공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소 사용량도 증

가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유품질 및 환경규제 경향을 살펴보면(그림 1.2) 미국의 경우 유

황 함유량이 1995년 까지 500ppm이상 이었던 것이 1995년 이후 최고 

500ppm 으로 규제를 하고 2006년 7월부터 황 함유량을 급격히 줄여 15ppm으

로 규제한다는 제도가 확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7년까지 500ppm 이상이었

던 황 함유량이 2004년 까지 500ppm이하로 규제하고 2003년 4월부터 전국에 

50ppm에 대한 사전공급을 시작하여 2005년 1월부터 50ppm으로 규제한다는 

제도를 확정하였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10ppm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995년 이전에 500pp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도를 2000년 이전에는 500ppm이하로 규제하고 2000년 이후 350ppm

으로 점차적으로 황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50ppm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실시하였고 2009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료품질기준에 대한 정부 규제는 매년 2

년 주기로 강화되었으나 향후에는 설비투자 없이 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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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강화주기를 4년으로 하여 설비투자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실제로 휘발유, 경유, 벙커C유 등 3개 연료의 연도별 품질기준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1.3을 보면 우리나라 휘발유의 황 함량 규제는 지난 1996년 

1,000ppm에서 2002년에는 130ppm으로 7배 이상 강화됐으며 2006년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1996년 대비 약 20배 강화된 50ppm을 적용하고 있다. 

벤젠 및 방향족의 품질 기준도 점점 강화되어 방향족의 경우 1996년 대비 

2006년에는 2배, 벤젠의 경우 5배 가까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유 또한 지난 91

년 4,000ppm 수준이었던 황 함량 규제치가 2003년 430ppm으로 강화된데 이

어  2006년에는 30ppm으로 무려 1백배이상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품질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 무

황 연료(10ppm이하)의 도입 시기를 EU와 동일한 시기로 정할 것을 검토 중이

다. 

   B-C유의 경우도 황 함유량이 지난 1991년 1.4%에서 2001년 0.3%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B-C유는 현재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0.3%로 고시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0.5%, 1%로 고시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유 업계는 오는 2009년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이 10ppm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탈황공정용 수소 사용량은 더욱 많아

그림 1.2 선진국의 경유 품질 및 환경규제 동향

1992      1994      1996      1997      1998    2000      2003        2005               2010    

유황, ppm

[주] 미국 일본 E U

[주] 국별 주요 동향

1. 미국 :  15 ppm 규제 확정 (2006년 7월 ~)                      
2. 일본 :  50 ppm 규제 확정 (2005년 1월 ~) 및 50 ppm 전국에 사전공급 개시 (2003년 4월 ~)

10 ppm 규제 논의중 (2008년 1월 예정)
3. E U  :  50 ppm 규제 확정 (2005년 1월 ~)

10 ppm 규제 추진중 (2009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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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전망이며, 이에 대해 막대한 양의 투자비 확보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원유(Crude oil)의 품질경향

   미국의 원유 품질의 경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20년간의 경향을 살

펴보면 원유비중(API)이 34도에서 30도까지 하락했으며, 황 함유량도 0.88%에

서 1.25%까지 증가하여 전체적인 원유 품질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중동을 중

심으로 한 원유 품질도 1980년대 황 함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

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유비중 또한 1980년대 34도

에서 35도 이상까지 상승하였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되는 원유품질은 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OPEC에서 수입되는 원유(전체 70%차지)는 90년대 중반 원유 품질에 있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황 함유량은 90년대 중반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0

년에 접어들면서 1.24%에서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질별 

원유도입도 경질유 소비선호 및 환경규제로 인해 가까운 아시아산인 경질 및 저유

황유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3 국내 연료유 품질 기준 변화 추이

휘발유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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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는 현재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따라 1%, 0.5%, 0.3% 사용지역이

고시되어 있음

휘발유 및 경유 황함량 초기 규제대비 약 20 ~ 100배 강화 (휘발유 1000 → 50ppm, 경유 4,000→30ppm)

방향족 함량, 황함량 감소를 위한 수첨탈황 공정을 통한 연료 중 수소 함유량 증가 추세

휘발유, 경유 황함량 기준은 2009년 이후 10ppm으로 추가적으로 강화될 예정임.

휘발유 및 경유 황함량 초기 규제대비 약 20 ~ 100배 강화 (휘발유 1000 → 50ppm, 경유 4,000→30ppm)

방향족 함량, 황함량 감소를 위한 수첨탈황 공정을 통한 연료 중 수소 함유량 증가 추세

휘발유, 경유 황함량 기준은 2009년 이후 10ppm으로 추가적으로 강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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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수소 수요 및 생산 공정

  1. 수소 수요 공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가 정유 및 석유화학공정이다. 

대부분의 정유회사는 원유의 처리 및 석유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많은 양의 수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 수소제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회수하여 다시 공정에 이용하는 방식으

로 수소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로 부족하여 외부에

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정별 수소 소모량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2. 수소 생산 공정[2]

   수소는 지구상에서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

에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수소는 화석연료, 물, 바이오매스(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식물성 폐기물)등으로 부터 제조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증기 개

질법(steam reforming)이다. 이 제조법은 탄소 비율이 낮고, 가격 경쟁력 면에

서 가장 효율적인 수소제조방법으로 20-30년 동안 주된 수소에너지원으로 이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에 의한 수소생산은 개질공

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생성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20-30

년 이후에 증가하는 수소의 일반수요 뿐 아니라 전력업체의 수요까지 충족시키

기에는 천연가스양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

용하고 있어 미래의 궁극적인 수소제조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미래의 청정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열, 풍력, 지

력, 수력, 원자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할 때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가. 수증기 개질법, Steam reforming (상용으로 사용 중)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법(steam methane reforming : SMR)은 수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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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표적 공정별 수소 소모량 [1]

Process unit SCF/bbl wt(%)

 Distillate hydrotreating

 Naphtha   -Straight run

            -Heavy FCC gasoline

            - Thermally cracked

 Kerosene  - Straight run

 Gas oil    - Straight run

            - Thermally cracked

            - FCC    

 40 - 60

 350 - 400

 500 - 600

 40- 60

 100-200

 400-500

 300-400

 0.08 - 0.12

 0.7 - 0.8

 1.0 - 1.2

 0.08 - 0.11

 0.2 - 0.4 

 0.7 - 0.9

 0.6 - 0.8

 Heavy fraction hydrotreating

 Vacuum distillates - Straight run

 Atmospheric residue

 Coker gas oil

 Vacuum residue

 250 - 400

 500 - 1,000

 1,000 - 1,300

 1,000 - 1,300

0.4 - 0.7

0.9 - 1.7

1.7 - 2.1

1.5 - 2.0

 Hydrocracking 

 Vacuum distillates - Max naphtha

                    - Max distillates

 Vacuum residue

 1,800 - 2,400

 1,000 - 1,800

 1,000 - 1,300

 3.1 - 4.1

 1.7 - 3.1 

 1.5 - 2.0

 Isomerization

 Light naphtha     - 82℃ endpoint

                   - 100℃ endpoint 

 30 - 50

 150 - 200

 

0.06 - 0.10 

 0.3 - 0.4

량 생산에 가장 일반적인 공정으로 고온(800-900℃)에서 수증기와 함께 니켈

촉매에서 반응시키면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물인 합성가스(syngas)로 분해

된다. 

  CH4 + H2O -> CO + 3H2   

   원료(CH4)는 촉매의 비활성화를 초래하는 황(sulfur)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

정을 거치는데 zinc oxide나 activated carbon이 주로 사용된다. 상업적으로 이

용되는 개질공정은 steam대 carbon 비율이 2-3 이고 steam의 양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전화율을 얻을 수 있고 열분해(thermal cracking)나 carbon 형성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상당한 양의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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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개질반응기로 전달되어 원료의 예열에 사용되거나 개질반응에 이용될 

steam generation에 이용된다.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반응은 3:1의 H2/CO 로 구성된 합성가스를 생성하는

데 수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ight-naphtha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면 2:1로 

감소한다. 수소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생성된 합성가스는 수성가스 전화반응기

(water-gas shift reactor)에서 합성가스 중의 일산화탄소를 다시 수증기와 반

응시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CO + H2O -> H2 + CO2

   수성가스전화반응은 상황에 따라 고온전화반응과 저온전화반응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고온전화반응은 350℃이상의 온도에서 iron-based 촉매를 사용

하고 저온전화반응은 200℃내외의 온도에서 copper-based 촉매를 사용하여 수

소의 농도를 높인다. 76%의 SMR 효율을 가정하여 수성가스 전환반응단계까지 

거친 개질기의 수소 수율은 1mol CH4에 대해 2.4 mol 정도이다. 생성된 가스는 

최종적으로 수소분리를 위해 PSA(pressure swing absorption) unit로 보내져 

메탄, CO, CO2, N2, H2O등이 제거되고 고순도의 수소(99.99%+)를 만들게 된

다. 

   현재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천연가스의 수증기 개질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연간 4천 2백만톤 중 48%

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나, 연료전지발전 등 사용처에 요구되는 기술

인 소형화/경량화에 맞추기 위해 연구 중이다. 

   나. 전기분해법 (상용으로 사용 중) 

   물로부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2개의 수소원자와 1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

어 있는 물 분자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야 한다. 전기분해를 이용하면 물 

36g에서 수소 4g를 얻을 수 있다. 전기분해는 이론상 1.23V(볼트)의 전압이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치의 내부저항 등으로 이보다 높은 1.75V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다. 적절한 전해질을 이용하여 물에 직류(DC)를 걸어주면 양이온으로 전

하된 수소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여 수소기체로 바뀌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 양

극에서는 산소가 생성되며 이루어진다. 전극으로는 백금과 같은 물질이 이용되

며, 전해질로는 25-30% KOH용액을 사용하여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얻어지며, 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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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반응 2OH- → H2O +1/2O2 + 2e-

    음극반응 2H2O → H2 + 2OH-

   전기 분해로 생산되는 수소는 고순도 이기는 하나,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제조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분해로 제조한 수소가

격은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하는 경우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다. 전기는 그 자체

를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기로 물을 분해하고, 여기서 얻어진 수

소를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이 낮은 이용방법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물이 풍부히 존재하며 재생되므로 태양열,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공정은 미래의 수소제조기술로 크게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고효율의 전기분해 장치제조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전기분해법 중 고온 전기 분해법은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분해하여 상온

전기분해법보다 더 적은 전류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고온열원이 있는 경

우 유리하다. 전기분해 장치의 cell내에 Proton Exchange Membrane(PEM)을 

이용하면 전극을 분리하여 수소이온만이 막을 통과하게 되어 산소를 배제한 순

수한 수소만을 얻을 수 있다. PEM 전기분해 장치는 General Electric(GE)에 

의하여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이 후 Hamilton-Stanard가 GE의 기술을 도입하

여 방위산업에 응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Packed Instrument

는 GC에 이용하기 위한 소규모 수소제조 시스템에 Hamilton-Stanard PEM 기

술을 이용하였다. 

   최근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BB, Siemens, Oreinzio de Nora

등의 유럽회사들이 PEM electrolyzer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적인 타당성 

조사의 차원으로 prototype unit을 설치 운영하며 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특히, PEM 전기분해 장치와 반대개념인 PEM fuel cell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PEM 전기분해 장치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PEM 전기분해 

장치는 Alkaline 전기분해 장치와 비교할 때 높은 전기밀도(current density)에

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시스템 비용이 높아 비용감소를 위

해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온가압전기분해(high temperature pressurized electrolyzer)는 PEM 시

스템보다 훨씬 성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상업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기

술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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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분산화반응법(Partial oxidation) 및 가스화(Gasification)

   탄화수소화합물(hydrocarbon)과 산소 및 수증기와의 반응을 통하여 H2, CO 

및 CO2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부분산화방법(POX)은 가스상(메탄) 또는 액체상

(중질유)이 원료일 때 사용되며, 촉매 하에서 600℃정도에서 진행되며 메탄부터 

나프타까지 비교적 탄소수가 낮은 연료가 사용될 수 있다. 천연가스와 같이 분자

량이 작은 탄화수소화합물의 경우 수증기 개질반응이, 중질유의 경우 부분산화반

응공정이 경제적이다. 저분자량의 탄화수소화합물에 대해서도 수증기 개질반응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부분산화반응의 비용을 낮추고자 ceramic 

membrane reactor system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부분산화반응의 공정은 수증기 개질공정에 비해 더 큰 oxygen plant(air 

separation), shift reactor, gas separation unit등이 요구되므로 자본 비용이 

더 크다. 그러나 생산량은 수증기 개질공정 플랜트보다 크기 때문에 부분산화공

정을 평가할 때에는 효율에 대한 자본비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부분산화 공정에 비해 가스화는 촉매 없이 훨씬 높은 온도(1100-1300℃)에

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biomass의 가스화가 상업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지만, 가스화에 있어서 석탄이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이

며, Kopper-Totzek와 Texaco 가스화공정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부분산화반응에 대한 자본비용은 수증기 개질반응과 전기분해보다 높지만 원

료가격은 낮다.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

다. 바이오매스 비용은 형태에 따라 다양하고 중질유나 석탄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다. 원료비용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본비용을 갖는 석탄가스화 공정

은 중질유를 사용하는 부분산화공정보다 훨씬 비싸다. 

   라. 열화학분해법 (실험실규모 실증 완료, 대규모 실증 개발 중) 

   열화학법(Thermo-Chemical method)이란 물을 직접 열분해하려면 3,00

0℃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화학반응을 조합하여 3,000℃ 보

다 낮은 온도에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은 가수분해반

응, 수소발생반응, 산소발생반응으로 구성된다. 열원으로는 원자력 또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 중에 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Funk가 제안한 방법으

로 Euratom/Ispra에서 HTGR 열원으로 가능한 20 종류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에 미국 DOE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원자로 연

구의 퇴조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일본은 황산과 요오드화수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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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ine-Sulfur cycle(IS cycle)과 취화칼슘과 취화철을 사용하는 UT-3 cycle 

등의 실험실 규모 실증이 연구되고 있으나, 대량연속공정에는 액체를 사용하는 

IS 열화학싸이클이 가장 앞선 단계이다.

- IS (Iodine-Sulfur process) 

  IS (Iodine-Sulfur) 법은 General Atomics에서 고안했으나 일본 JAERI에서 

실증에 성공한 열화학 기구이다. 이 방법의 반응온도는 850℃이며 이론적 효율

은 55% 이나 실제 효율은 45-49%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 UT-3 (Ca-Br 공정) 

  일본 동경대에서 개발 중인 방법으로 Calcium-Bromide 열화학 법으로도 불

린다. 반응온도는 760℃정도이며 효율은 36-40 %정도이다.

  3. 석유화학에서의 수소 생산 방법 및 순도 

   현재의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수소 생산방법이 대부분이

며, 전 세계적으로 앞서 언급한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 방법이 50%

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수소 플랜트를 통한 수소 생산은 나프타 개질

에 의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를 직접에너지로 이용하고자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소규모 수소 스

테이션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증이 진행 중에 있다. 정유 공장을 중심으로 건설

되어 있는 수소 플랜트는 나프타 개질에 의한 방법이며, 문헌에 보고된 수소 생

반 응 식 반응온도 비 고

SO2 + x I2 + 2 H2O → 2 HIx + H2SO4 20 - 95oC 발열

2HI → H2 + I2 200 - 500oC -143 kJ

H2SO4 → H2O + SO2 + 1/2 O2 800 - 900oC -326 kJ

반 응 식 반응온도 비 고

CaBr2 + H2O → CaO + 2 HBr 700 - 750oC -217 kJ

CaO + Br2 → CaBr2 + 1/2 O2 500 - 600oC 발열

Fe3O4 + 8 HBr → 3 FeBr2 + 4 H2O + Br2 200 - 300oC 발열

3 FeBr2 + 4 H2O → Fe3O4 + 6 HBr + H2 400 - 600oC -380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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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단가는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것보다 조금 높게 산정되는데 이는 나프타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업체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정제하여 고순도의 수소

를 얻고 있으며, 표 2.2에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에 필요한 수소생산 

방법을 나타내었다.

 제 3 절  정유공장 수소 수급 현황

   국내의 가장 큰 수소 수요처는 정유사로써 중질유 분해 공정, 중질유 탈황 및 

경질류 탈황 공정에 대부분의 고순도 수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석유화학 제

품 생산 공정에 고순도 및 저순도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정유공정에 사용되는 

수소는 주로 정유사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수소 플랜트로부터 얻는 수소와 

공정의 부산물인 저순도 수소를 PSA 방식을 통해 정제한 고순도 수소이며, 공

정의 특성에 따라 저순도 수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수소 사용공

정 및 수급현황을 SK 정유 공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SK 수소 수급 현황

   대표적인 수소사용 공정인 중질유 분해공정, 중질유 탈황, 경질유탈황 공정 

및 기유 생산 공정의 반응공정도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표 2.2 석유산업 수소 생산 및 순도

공급원 개요 생산량/수율 순도,%

수소 Plant

천연가스, refinery gas, LPG, 

Naphtha, 감압잔사유, coke를 원료로 

사용

99.9+

Catalytic 

reforming

(Platforming)

고옥탄 휘발유 배합제 혹은 BTX 생산 

부산물로   발생

1-3.5 wt% 

of feed
88-92

수소회수 및 

정제

 수소화 탈황, 분해공정 purge stream,

  Fuel gas stream

50-80% of 

feed
99.9+

외부수소

Ethylene 공장, 화학공장(초산) 부생 

수소,

가성소다 업체 및 스티렌모노머 업체 

부생 수소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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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서는 수소 플랜트를 통한 수소 이외에 공정에서 발생되는 Rich-H2 혼

합물이 있으며, 저순도의 혼합물도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여 전체 수소 

그림 3.1 SK 정유 공장 수소 사용 반응공정

목적: 고유황등/경유유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시켜황화합물을 H2S형태로
제거하여저유황등/경유로전환.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00~360 oC / 60 kg/cm2g
LHSV: 1.5~2.0 hr-1

Gas to Oil Ratio: 200 Nm3/m3

목적: 고유황등/경유유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시켜황화합물을 H2S형태로
제거하여저유황등/경유로전환.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00~360 oC / 60 kg/cm2g
LHSV: 1.5~2.0 hr-1

Gas to Oil Ratio: 200 Nm3/m3

목적: 고유황중질유유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시켜황화합물을 H2S형태로
제거하여저유황중질유및경질유생산.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70~400 oC / 140 kg/cm2g
LHSV: 0.13~0.18 hr-1

Gas to Oil Ratio: 850 Nm3/m3

목적: 고유황중질유유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시켜황화합물을 H2S형태로
제거하여저유황중질유및경질유생산.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70~400 oC / 140 kg/cm2g
LHSV: 0.13~0.18 hr-1

Gas to Oil Ratio: 850 Nm3/m3

고유황
등/경유

H2
H2S

저유황
등/경유

SS
+ 2H2 + H2S

SS
+ 2H2 + H2S+ H2 + H2S

SH
+ H2 + H2S

SH

고유황

중질유

H2
H2S

저유황

중질유

경질유

고유황

중질유

H2
H2S

저유황

중질유

경질유

경질유탈황경질유탈황 중질유탈황중질유탈황

목적: 감압가스유를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하여 LPG, 납사, 저유황등/경유를
생산 (탈황반응및분해반응이병행됨).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80~400 oC / 175 kg/cm2g
LHSV: 0.3~0.45 hr-1

Gas to Oil Ratio: 1,000 Nm3/m3

목적: 감압가스유를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하여 LPG, 납사, 저유황등/경유를
생산 (탈황반응및분해반응이병행됨).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80~400 oC / 175 kg/cm2g
LHSV: 0.3~0.45 hr-1

Gas to Oil Ratio: 1,000 Nm3/m3

목적: n-paraffin (왁스성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으로이성화하여 저온유동성이

우수한 Iso-paraffin형태로전환, 기유생산.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40~380 oC / 160 kg/cm2g
LHSV: 1.0~2.0 hr-1

Gas to Oil Ratio: 900 Nm3/m3

목적: n-paraffin (왁스성분)을고정상촉매하에서
수첨반응으로이성화하여 저온유동성이

우수한 Iso-paraffin형태로전환, 기유생산.

대표적인반응기구

공정개요

반응조건

온도/압력: 340~380 oC / 160 kg/cm2g
LHSV: 1.0~2.0 hr-1

Gas to Oil Ratio: 900 Nm3/m3

VGO

H2
H2S

저유황
등/경유

+ H2

n-paraffin (Wax) Iso paraffin

+ H2

n-paraffin (Wax) Iso paraffin

Waxy 
Distillate

H2

윤활기유

LPG

납사

경질유

SS
+ H2 + H2S+

수소화분해수소화분해 이성화반응 (탈납)이성화반응 (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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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를 맞추고 있다. 저순도의 수소(70~90% 이상)는 2005년 현재 평균 

165,400 Nm3/hr가 생산되는데 생산되는 양 100%가 소비된다. 저순도는 경질

유 탈황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일부 이용되고, 70%이상이 PAS공정을 통해 

고순도 수소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SK에서 수소는 수소 플랜트를 통해 생산하

는 것 이외에 PAS공정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얻고 있다. 

   수소플랜트와 PSA공정을 통해 생산된 고순도 수소는 주로 중질유 분해와 중

질유 탈황, 경질유 탈황에 대부분 이용되고 기타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이용된

다. 표 3.1은 SK 정유 공장의 공정별 고순도 및 저순도 수소 사용량을 나타내었

으며, 표 3.2에는 각 공정별 수소 공급 조건(순도 및 공급압력)을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순도 수도는 생산된 양을 모두 공정에 사용하거나 

PSA 방식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수급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며, 

공정에 따라 70~90%의 순도를 나타낸다. 고순도 수소는 모두 99.9%이상 순도

를 나타내며, 플랜트의 가동률에 따라 일부 부족한 수소는 Pipeline을 통해 외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작년대비 SK 수소 수급의 가장 큰 변화는 2004년까지 경질유의 탈황에 고

순도 수소는 16,000Nm3/hr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순도 수소를 사용하였으나 

2005년에는 경질유의 심도 탈황(30ppm)을 위해 저순도 수소 사용분을 줄이고 

고순도 수소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표 3.3은 2005년 고순도 사용분에 대해 주

요공정별로 그 비중을 나타내었다. 중질유 분해 및 탈황, 경질유 탈황에 각각 

33.9%, 42.2%, 16.6%가 사용되며 나머지 석유화학 부분에서 7.3%가 사용되고 

있으며, 매월 공정의 운전상태, 유지 보수 시기등과 관련하여 사용량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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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SK 정유 공장 공정별 수소 이용 현황 

구분 Rich H2 구분 Rich H2

저순도 

생산

#3 PF 84,000

고순도 

생산

#1 HP 74,800

#2 PF 12,000 #2 HP 92,700

Aromatics 39,500 HOU PSA-2 53,000

NEP O/G 3,000 FCC PSA-2 28,400

#2 TAT 8,000 PX PSA 7,000

#1 PX/#2 CH 8,400 삼성 BP 10,000

UC CLPS 8,000 덕양가스 4,000

LBO O/G 2,500

S-Total 165,400 S-Total 269,900

저순도 

사용

#2,#3,#4 MDU 6,000

고순도 

사용

UC 82,000

#1/2 UF 5,000 LBO/#2LBO 10,000

HOU PSA-2 66,900 VRDS 37,200

FCC PSA-2 37,500 RHDS 77,200

FCC 탈황시설 4,300 #4 MDU 21,000

#1/2 PX 16,000 #5 MDU 24,000

PX PSA 13,000 #1/#2 PX 4,000

#2 CH 10,000 #1 TAT 4,000

기타

 (Aromizer, 판매)
6,700 #2 TAT 12,000

S-Total 165,400 S-Total 271,400

과부족 0 과부족 -1,500

(공정별 최대량 기준, Nm3/hr)

*2005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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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정별 수소 공급 조건

공정
압력

(kgf/cm2)
순도(%) 비고

소

비

UC 196.2 99.9
중질유 분해 공정:LPG,납사,등유,경

유로 전환하는 공정

RHDS 135 99.9
중질유 탈황:저유황유 및 일부 경질

유 생산 공정

VRDS 180 99.9
중질유 탈황:경질유 및 0.27%초저유

황 B-C생산

MDU 20-40 85/99.9
경질유 탈황:등유/경유의 유황성분을 

30/300ppm이하로

LBO 21 99.9
윤활기유:UC의 미전환유로 고점도 

지수 윤활유 생산 공정

UF 26 85
납사나 등유의 불순물 제거 및 불포

화 HC을 포화시키는 공정

PX/TAT 20/30
85이상/

99.9

Para Xylene, Ortho Xylene, 

Benzene, Toluene생산공정

CH 31 99.9
Benzene을 수첨하여 Cyclohexane 

생산공정

생

산

#1HP/

#2HP
196/200 99.9

Naphtha, C4,O/G등과 Steam을 원

료로 고순도 수소 생산

HOU 

PSA-2
21 99.9

UC, LBO, NRP, PF등의 부생수소

(70-90%)정제

FCC 

PSA-2
202 99.9

NRP rich H2중 H2 회수 후 O/G 

(50% H2+C1~C4)정제

PX PSA 30 99.9 80~90%의 Aromizer rich H2

#3 PF 21 85 Pt촉매를 이용하여 납사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옥탄가를 가지는 휘발유

의 원료유로 전환하는 공정#2 PF 26 70/90

NEP 34 85 New Ethylene Plant

Aromizer 31 85 방향족 제조 공정

 

  

     



- 38 -

표 3.3 SK 고순도 수소 사용현황 (2005년 11월 기준)

Nm3/hr 천톤/년 비중(%)

중질유 분해 92,000 65.5 33.9

중질유 탈황 114,400 81.4 42.2

경질유 탈황 45,000 32.0 16.6

p-Xylene 4,000 2.8 1.4

Totoray 16,000 11.4 5.9

합계 271,400 193.1 100

* 환산기준 : 1 ton H2=11,130Nm3

             1 yr=330day operating 기준  

  2. 국내 정유사 수소 사용량

   타 정유사의 실제 사용량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각 분야별 시설 용량

으로부터 SK 수소사용량과 비교하거나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별 표준 사용량을 

가정하여 예측하였다. 표 3.4에는 각 국내 정유사별 정유공정에 대한 수소 사용

량을 나타내었다. 

표 3.4 국내 정유공정 수소 사용량 (단위:천톤/년) 

중질유 분해 중질유 탈황 경질유 탈황 합계

SK 63.2 86.3 30.5 180.0

A사 0.0 0.0 43.8 43.8

B사 84.2 82.2 20.0 186.4

C사 0.0 0.0 15.7 15.7

D사 32.3 0.0 15.7 48.0

합계 182.0 163.6 127.2 473.9

   SK를 제외한 타 정유사의 공정현황은 2004년 기준이므로 SK의 수소 사용

량 기준도 표 3.3과 달리 2004년 소비량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004년 경질유 

탈황에 사용된 고순도 수소는 11천톤/년이었으며, 나머지는 저순도 수소를 사용

하였다. 하지만 경질유 탈황이 전체 수소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정인 

만큼 표 3.4에 나타난 경질유 탈황 수소사용량은 저순도 사용량을 고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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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타 정유사의 경우는 각 공정에 사용되는 수소의 순도

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정의 규모에 따라 SK 수소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측

한 값이다. 

   SK 및 B사가 국내 정유공정 전체 수소 사용량의 80%에 가까운 수소를 사용

하고 있고 2004년 현재 총 수요량이 473.9천톤/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연료의 황 규제가 강화되고 선진국 수준과 맞추어 2010년경 무황 

연료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유사별로 탈황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SK에서도 최근 탈황시설을 강화하여 경질유 탈황을 위해 2004년 저

순도 수소로 운전되던 공정을 2005년 고순도 수소로 대체하여 규제 강화에 대

비하고 있다. 

  3. 국내 정유사 수소 생산용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수소는 주로 정유사를 포함한 석유화학 단지에

서 대부분이 소비 되고 있다. 주로 자체 소비를 위하여 수소플랜트를 통해 직접 

생산하거나 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정제후 사용하며 부족분은 외부 유통업

체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유사의 수소 플랜트를 통한 수소 

생산량은 다음 표 3.5와 같다.

   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플랜트의 생산 용량을 나타낸 양으로

써 실제 수소 생산량은 가동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접촉개질에서 생산되는 수소

(저순도 수소)의 양은 SK의 수소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 정유사의 시설용량으로

부터 예측한 양이다. 이외에도 PSA 공정을 통하여 저순도 수소를 고순도 수소

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SK에서 PSA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양은 표 3.1

표 3.5 정유사 수소 생산 용량

단위 SK A사 B사 C사 D사

수소 Plant

(HP)

HP.1(MMSCFD) 74.3 0 15.7 0 45

HP.2(MMSCFD) 85.3 0 136 0 0

천톤/년 123.5 0 212.9 0 34.8

접촉개질

(Reformer)

MB/D 83 75.8 40.3 33 24

천톤/년 57.3 52.4 27.8 22.8 16.6

합계 천톤/년 180.8 52.4 240.7 22.8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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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하였다. 

  4. 정유부분을 제외한 수소 사용량 

   국내 5대 정유사를 제외한 수소 수급 상황은 울산, 여천, 대산 석유화학 단지

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을 조사하였다. 수소 수급 통계 자료는 인터넷 수

소 관련 정보, SK 자체 보유 자료, 수소 관련사 문의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 

   정유사 이외에 석유화학회사를 중심으로 대량의 수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자가 생산 및 소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생산 및 소비량의 

파악은 어렵다. 또한 울산, 여천, 대산 등 각 지역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수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수소 혼합물을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정제 후 다시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3.6은 대표

적인 석유화학업체의 수소생산용량과 외부 판매량을 나타낸다. 외부판매량은 유

통업체 및 인근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되는 양을 나타내며, 일부 외부업체에서 부

표 3.6 석유화학 업체 수소생산용량 및 사용량 (단위 :천톤/년)

생산방법 생산용량 외부판매 자가소비

SK 석유화학부분 - - 33.4

현대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11.8 - 11.8

LG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38.8 0.6 38.2

호남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 19.7 - 19.7

YNCC 나프타 분해 41.2 0.5 40.7

한화 석유화학 소금물분해 12.6 1.7 10.9

대한 유화 나프타 분해 12.6 - 12.6

삼성종합화학 NCC/SM공정 15.9 1.4 14.5

태광산업 LPG크래킹 8.3 6.2 2.1

이수화학 파라핀탈수소 8.0 0.3 7.7

ALKOS 나프타분해 32.9 32.9 -

BASF 나프타분해 2.1 - 2.1

계 203.9 43.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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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K 경우 정유 이외에 석유화학 부분에 사용되는 양을 정유공정과 구분하기 

위해 표 3.6에 타 석유화학 업체와 함께 나타내었다. ALKOS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수소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소 유통 업체로써 대부분의 수소를 파이프라

인을 통해 BASF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석유화학 업체에서 사용되

는 양으로 분류하였다.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주로 나프타 분해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

정에서 95%이상의 고순도의 수소가 다량 발생하고 이 수소는 제품생산에 필요

한 수첨 공정에 다시 사용된다. 대부분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 형태를 취하고 

인근 외부업체에 소량 공급되기도 한다. 또한 석유화학 업체는 생성되는 수소를 

공정에 사용하고 여분의 수소는 연료로 사용하여 수소 balance를 맞춘다. 따라

서 실제 자가 소비량의 일부는 연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표 3.7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수소 생산 용량 및 소비량을 나타낸다. 

표 3.7 기타 업체 수소생산용량 및 사용량 (단위:천톤/년)

생산방법 생산용량 외부판매 자가소비

삼성BP 나프타분해 19.1 19.1 -

삼성정밀화학 나프타분해 2.8 0.7 -

효성T&C LPG크래킹 4.9 4.9 -

카프로락탐 나프타분해 27.7 - 27.7

KP Chemical 석유류정제 4.2 - -

LG화학 LPG크래킹 22.9 0.3 22.6

금호미쓰이화학 나프타분해 1.5 - 1.5

포스코 코크스 1.4 0.1 1.3

한솔케미언스 나프타분해 1.7 0.3 1.4

백광산업 소금물분해 1.0 0.3 0.7

동진세미컴 소금물분해 0.3 0.2 0.1

SD글로벌 2005년 가동 1.7 1.7 -

계 89.2 27.6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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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BP화학은 생산 용량의 전부를 울산 지역 인근 업체에 전량 공급하고 있

으며, 삼성 정밀화학은 생산 용량이 2.8천톤/년이지만 생산 경제성이 없어 0.7천

톤/년만 생산하여 외부에 공급한다. 카프로락탐은 생산 용량이 27.7천톤/년으로 

작년까지 수소플랜트의 생산 없이 필요량은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하였으나 최

근 자가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소량 외부에 공급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KP Checmial은 4.2천톤/년의 수소 생산 플랜트를 가지고 있으나 운유중이

며, 수소는 외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SD 글로벌은 2005년 9월부터 상업생

산을 시작하여 99.9999%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카트리지를 이용

하여 인근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56%정도의 수소를 포함한 COG가스로부터 수소를 얻는데 포항과 

광양의 양을 합쳐 19.7만톤/년 규모이다. 하지만 COG 가스 그대로 연료로 사용

하고 있으며, 소량의 COG가스를 PSA를 통해 정제 후 자체 공정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부 유통하고 있다. 위 표에서는 PSA를 통해 정제후 사용되는 양만을 

고려하였다. 

  5. 국내 총 수소 소비 현황

   앞서 조사된 각 업체 별 수소 수요량을 중심으로 표 3.8에서는 분야별 국내 

수소 소비현황을 정리하였다. 정유부분은 국내 5대 정유사의 중질유 분해 및 탈

황, 경질유 탈황공정등 정유 공정에서 사용되는 총 수소 사용량만을 나타내었다. 

SK에서는 수소의 부족분을 삼성 BP와 유통업체인 덕양을 통해 공급받는데 연간 

7천톤 규모이며 이 양을 정유부분 수소 소비량에 포함하였다. 위 표에서는 자가 

소비 기준으로 소비량이 나타나 있는데 울산지역 일부 업체에서는 유통업체(덕

양)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양이 16.9천톤/년 정도이며, 석

유화학부분의 소비량으로 고려하였다. 

   국내 수소 소비는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에서 90%이상이 사용되며, 정유부

분에서는 100%,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95%이상 자가생산 및 자가 소비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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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내 수소 소비현황 (2004년)

소비분야 소비량(천톤/년) 비중(%) 자가소비비중(%) 유통비중(%)

정유부분 480.7 62 100 0

석유화학 242.9 31 95 5

기타 55.3 7 67 33

합계 778.9 100 91 9

          
그림 3.2 국내 수소소비 분야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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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수소 수요 예측

  1. 2020년 석유산업 수소 사용량 예측

   가. 정유부분

   정유사의 가장 큰 수소 수요의 증가는 역시 탈황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SK정

유 공장의 시설 증가 계획을 기본으로 자연적인 성장률을 가정하였을 때 정유 

공정별 수소 소모량을 예측하였다. 표 4.1은 그 예측치를 나타낸다. 중질유 부분

에서는 SK정유 공장의 2007년 중질유 탈황 신설 현황 및 A사의 2010년 중질

유 분해 시설의 신설 예정에 기본을 두고 예측하였고 2010년까지 연 1%성장, 

2020년 까지 년 0.5%성장을 가정하였다. 예측된 수소 수요는 2004년 중질유 

분해 및 탈황 부분에서 179.7천톤/년과 168.5천톤/년의 수소 수요가 2020년 각

각 275.2천톤/년, 190.3천톤/년으로 현재 대비 각각 50%, 13%의 성장이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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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정유 공정별 수소 수요예측 (2004년 수요량 기준으로 작성)

 중질유 분해 (단위:천톤/년)

SK A사 B사 C사 D사 합계

2004 63.2 0.0 84.2 0.0 32.3 179.7

2010 67.1 70.1 89.4 0.0 34.3 260.9

2015 69.1 71.9 92.1 0.0 35.3 268.4

2020 70.8 73.7 94.5 0.0 36.2 275.2

 중질유 탈황 (단위:천톤/년)

SK A사 B사 C사 D사 합계

2004 86.3 0.0 82.2 0.0 0.0 168.5

2010 92.9 0.0 87.3 0.0 0.0 180.2

2015 95.7 0.0 89.9 0.0 0.0 185.6

2020 98.1 0.0 92.2 0.0 0.0 190.3

 경질유 탈황 (단위:천톤/년)

SK A사 B사 C사 D사 합계

2004 30.8 43.8 20.0 15.7 15.2 125.5

2010 41.6 59.2 27.0 21.2 20.5 169.4

2015 44.6 63.5 29.0 22.8 22.0 182.0

2020 46.2 65.7 30.0 23.6 22.8 188.7

경질유 탈황 부분은 2007년 SK의 심도 탈황시 기존 대비 수소 소비가 30% 증

가할 전망이다. 타 정유사도 마찬가지로 연료유의 황 규제 기준에 맞추어 경질유 

탈황시 수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현재 대비 

35%, 2015년까지 현재 대비 45%, 2020년까지 현재 대비 50% 성장을 가정하

였다. 그 결과 2004년 125.5천톤/년의 수소 소비가 188.7천톤/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정유부분 이외의 산업

   정유 부분을 제외한 석유산업에서의 수소 소비 증가는 석유산업 성장률을 기

본으로 하여 예측하였다. 대한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석유산업 성장률 전망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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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석유화학 분야에서 국내 수요는 90년대 이후부터 연 6%의 성장률을 보였

으나 2003년 이후 증가율이 소폭 하락하여 2010년까지 연 4%의 성장률을 전

망하였다[3]. 

   국내 대규모 석유화학 업체에서 수소는 정유 공장과 달리 수소 플랜트를 통

한 수소 제조가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발

생되는 수소를 소비하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정에 다시 사용한다. 따라서 석

유화학 성장률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수소생산 및 소비량

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 부분의 수소소비 증가는 2010년까지 연 4%, 2020년 이후 연 3% 

성장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정유 부분을 제외한 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

에서 현재 299.2천톤/년 규모의 수소 소비가 2020년 507.1천톤/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 석유화학 부분 수소 소비량예측 (단위:천톤/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석유화학 242.9 307.3 356.3 413.0

기타산업 55.3 70.0 81.1 94.1

합계 299.2 377.3 437.4 507.1

그림 4.1 국내 수소 소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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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 부분 수소수요량 예측

   현재 수소는 대부분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에 공정용 가스로 사용되지만 

2000년 이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미래의 청정에너

지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4]. 따라서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소를 에너

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2040년 수소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수소 에너지 보급 목표를 내 놓고 있다[5]. 표 4.3은 

2004년 출범한 산자부 수소 연료전지 사업단의 수소 에너지 경제 시나리오로써 

총 4단계에 걸쳐 수소 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표 4.3 국내 수소 경제 달성 시나리오 

단계 분야 목표

필요

수소랑

(천톤/년)

가정

에너지

기여율

(%)

1단계

연구개발 및 

초기보급

(2004-2012)

수소스테이션 50기(30Nm3/hr) 1 kw당 : 

0.64톤/년

수소.연료

전지차 

연비

:100km/k

g

0.033

→(0.1)1)

분산전원 300기(250kW) 48

가정용 10,000기(2kW) 12.8

건물용 2,000기(10kW) 12.8

수송용 10,000기(80kW) 1.5

2단계

시장형성기

(2013-2020)

발전부분 3%(2640MW) 1,690

대형차 

포함 대당 

수소필요량 

: 0.3톤/년

2.4

→(3.0)수송부분 5%(150만대) 450

3단계

시장확대기

(2021-2030)

발전부분 12%(1320MW) 8,450
9.0

→(7.0)수송부분 10%(300만대) 900

4단계

수소경제진입기

(2031-2040)

발전부분 30%(3300MW) 21,120 19.2

→(15.0)
수송부분 30%(900만대) 2,700

1) 2005년 수정안

* 출처: 수소연료전지 사업단 기획보고서 (2004.9)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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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구 개발 및 초기 보급시기에는 에너지 부분 수소사용량이 75.1천톤/년으

로 전체 에너지 기여율이 0.033%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장 형성기인 2013년부터는 발전 및 수송 부분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2020년 전체 에너지 수요는 2,140천톤/년으로 늘어나 전체 에너지 기

여율이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사업단 출범 후 수소 경제 실현

을 위해 분야별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 연료전지 워크샵 및 공정회 등을 

통해 2012년 이후부터 2040년까지의 각 분야별 구체적인 수소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년도별 수소 에너지 기여율이 2012년 0.1%, 2020년 

3.0%, 2030년 7.0%, 2040년 15%로 수정 보안되었다[6]. 이에 따라 현재 석

유화학 산업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소는 연료전지가 보급되어 시장형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이후 에너지부분에 대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4 및 4.5는 2005년 9월 산자부의 수소 산업화 방안 워크샵등을 통해 

수정 보안되어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정 및 상업용 연

료 전지 보급 예측수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수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수소 소

표 4.4 가정 및 상업용 수소 소비 예측량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대수 MW 대수 MW 대수 MW 대수 MW

가정용

(1kW)

누적 20.2 20 747 747 2,753 2,753 6,220 6,220

가동 20.1 20 737 737 1,835 1,835 3,226 3,226

수소소요량

(천톤/년)
5 190 474 833

상업용

(5kW,

10kW)

누적 2.2 11 54 512 276 2,730 726 7,225

가동 2.2 11 41 409 103 1,033 242 2,420

수소소요량

(천톤/년)
5 211 533 1,249

합계(천톤/년) 10 401 1,007 2,082

* 가정용은 1kW기준, 상업용은 초기(2012년) 5kW, 중기이후 10kW 기준

출처 : 수소 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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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발전용 수소 소비 예측량 

발전용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누적(MW) 127 2,355 10,992 30,758

가동(MW) 127 1,989 6,794 16,991

수소소요량(천톤/년) 20 240 592 1,325

* 250kW 기준, 2020년 이후 10MW 포함

출처 : 수소 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 (2005.9) 

비 예측량을 제시하였다. 

   표 4.4에 따르면 가정용 및 상업용 연료전지가 2012년까지 연구개발 및 초

기 보급단계를 거쳐 2020년에는 총 778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국내 수소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되어 실증중인 가정, 

상업용 연료전지는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연료변환기(Fuel Processor)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수소 수요처인 석유 화학 공정이나 외부에서 수소 충

전 후 운행 되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비교하여 원자력 수소의 공급가능성이 적은 

분야이다. 하지만 연료변화기 없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서 고순도 수

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연료전지의 스택(Stack)에 바로 외부 수소를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자력 수소의 수요처로써 고려될 수 있다. 

600MWth용량의 대규모 원자력 수소 플랜트 1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를 가정했을 경우 27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원자력 수소의 가장 궁극적인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수송부분의 보급 목표 

및  그에 따른 수소 소요량을 표 4.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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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수송에너지 부분 수소소요 예측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누적
천대 1.7 1,916 7,033 19,441

MW 186 195,082 730,262 2,009,360

가동
천대 1.7 1,947 5,164 12,519

MW 169 195,914 523,073 1,268,374

수소소요량 (천톤/년) 10 643 1,706 4,136

 * FC승용 : 80 kW

   FC Bus : 200 kW 

   대당 수소 필요량 : 0.33 ton/yr

*출처 : 수소 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 (2005.9)

   국내 보급목표에 따르면 2012년 연구개발 및 초기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연간 190만대에 가까운 연료전지차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소 소

모량은 연간 64만 톤으로 예측된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연료전지와 달리 외부에서 생산된 고순

도 수소를 충전하여 운행되므로 원자력 수소 플랜트와 같이 대량 수소 생산 시

스템으로부터 수소공급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원자력 수소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또한 2020년 64만 톤 규모의 수송용 수소 수요량이 2040년 수소 

경제 진입기에는 전체 자동차의 40%이상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 될 것

이며, 수소 수요 규모는 414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표 4.7은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연료전지 보급 목표에 따라 수소에너지 수

요량 중 On-site방식의 수소 스테이션을 통한 수소 생산용량을 나타낸다. 수소 

수요량이 적은 초기에는 천연가스 개질형 수소 스테이션이 주가 될 것이며, 

2040년 총 수소에너지 수요량 중 90만톤을 On-site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660만톤 규모는 제철소, 원자력등 대규모 중앙 집중식 Off-site 형태의 

스테이션을 건설하여 저장시설을 통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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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소 스테이션 건설 규모 

년도 2012 2020 2030 2040

총 수소 에너지 수요량 (천톤/년) 34 1,285 3,305 7,543

On-site 누적 생산량(천톤/년) 20 650 800 900

단위 시설규모(톤/년) 30 200 252 252

누적 설비(기) 175 2,800 6,500 9,500

* 출처: 수소 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 (2005.9)

  3. 2020년 국내 총 수소 소비 예측

   표 4.8은 2020년까지 국내 총 수소 소비 및 2040년까지 에너지원으로써의 

수소 소비 예측량을 나타내었다. 각 분야별 수소 소비 예측량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소

는 2004년 776.9천톤/년에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2020년 1,161천톤/년

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소 소비량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2012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수소 

경제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로써의 수소 사용이 시작되고 2020년까지 소

비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송용으

로써 2012년 연료전지차량의 초기 보급을 시작으로 수소에너지 부분에서 25%

그림 4.2 연료전지차량 보급 대수 및 수소 필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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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며 2020년 50%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까지는 시장 형성기로써 분

야별 수소 에너지 점유율은 수송용 50%와 가정용, 상업용, 발전용 부분에 고르

게 이용되며, 수소 경제 진입기인 2040년까지 수송 부분의 점유율이 55% 정도

까지 상승하고 나머지 부분의 점유율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각 분야

별 점유율은 2020년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에 

대한 수소 에너지 기여율은 2020년 3%에서 2040년 15%까지 상승할 전망이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업부분의 수소량과 에너지 부분 사용량을 함께 고려하

면 2020년 국내 수소 시장 점유율은 산업부분이 47%로 여전히 가장 많고, 수

송용 26%, 발전용 10% 가정 및 상업용이 각각 8%와 9%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그림 4.3). 

표 4.8 국내 수소 소비량 (단위:천톤/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Industry 1,024 1,161 - -

수송용 10(25) 643(50.1) 1,706(51.6) 4,136(54.8)

가정용(1kW) 5(12.5) 190(14.8) 474(14.3) 833(11.0)

상업용(5-10kW) 5(12.5) 211(16.5) 533(16.1) 1,249(16.6)

발전용(250kW,10MW) 20(50) 240(18.7) 592(17.9) 1,325(17.5)

에너지 부분 합계 40 1,285 3,305 7,543

 * (  )안은 에너지 부분 분야별 수소 점유율 

  2020년 이후 에너지 부분 수소 사용분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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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2020년 국내 수소 소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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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료전지용 수소 제품 규격[7]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함께 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관련 국제 규

격의 제정에 대한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수소분야는 1990년 설립된 ISO/TC 

197(Hydrogen technologies)을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 및 저장, 측정, 이용에 

관한 장치 및 시스템에 대한 10개의 Working Group에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3종에 대한 작업을 수행중이며, 4종의 규격을 완료하였다. 한

국은 2001년 P-member(16개국)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국

제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표준에 대한 국내 총괄 담당기구인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ISO/TC197의 해당 간사기관인 한국 정밀화학 공업진흥

회와 IEC 105 연료전지 분야의 간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규격제정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료전지에 적용되기 위해 수소 제품 규격과 관련하여서는 의장국이 일본

(JISC)인 Working Group 12에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ISO 14687(수

소연료-제품규정)로 규격제정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현재 논의 단계에서 연료

전지 Grade가 낮은 관계로 차량용 수소 연료의 불순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ISO 14987 규격을 Part.1과 Part.2로 나누어 개정하기로 하고 Part.2

에 대한 내용은 PEMFC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차량용 수소 연료의 순도 및 불순

물의 함량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2006년 1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표 4.9는 의장국인 일본의 수소제품 규격으로써 JIS K 0512(순수 수소, 고

순도 및 초고순도 수소)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PEMFC용 수소 연료의 

Specification을 Grade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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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은 현재 ISO/TC 197의 Working Group 12에서 논의 중인 연료전

지 차량용 수소 순도 규격에 관한 것이다. 수소 순도는 99.99%와 99.98%가 논

의 중에 있으며, 불활성기체, 산소, 지방족,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대한 불순물 

함량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표 4.10 연료전지 차량용 수소 순도

성분 농도 성분 농도

수소
99.99% 와 99.98%

(논의중)

Halogenated 

Compounds
0.05ppm

CO 0.2ppm Sulfur compounds 0.004ppm

CO2 0.1ppm 입자성 물질 10 microns

HCHO 0.01ppm H2O 5ppm

HCOOH 0.2ppm
O2, K, Na,

Hydrocarbon

(지방족, 방향족), 

Inert(N2, He, Ar)

논의중

CH3OH 5ppm

  5. Case 별 원자력 수소 수요량 및 용량(안)

표 4.9 일본 수소제품 규격

항목
JIS K 0512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수소순도 (%) 99.9999 99.999 99.99 99.9

탄화수소계열 (ppm) 0.3 5.0 10.0

산소 (ppm) 0.3 0.5 4.0 100

질소 (ppm) 0.2 5.0 25 40

일산화탄소 (ppm) 0.1 1.0 10 -

이산화탄소 (ppm) 0.1 1.0 10 -

황화합물 (ppm) 0.00 0.0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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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수소는 초기 설비 투자비가 많이 필요한 만큼 주로 대규모의 플랜트

에 적용되며, 생산되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수소 수요

처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수소 수요량 및 원자력 수소 생산 시점인 

2020년 이후의 분야별 수소 수요량을 예측해 봄으로써 필요한 원자력 수소의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개발 및 건설 중인 기존의 천연가스 개질에 의한 소규모 수소 플랜트

(20-30Nm3/hr)와 달리 원자력 수소는 대규모 중앙 공급형으로 건설됨으로써 

주변 공급처의 수소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수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자원의 고갈과 환경적인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해 수소를 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및 수소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본격적인 보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력 

수소의 초기 보급은 기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공급하여 수

송용 석유에너지를 친환경 석유제품으로 전환하는 용도로 공급 후 수소를 직접 

에너지로 이용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2020년부터 원자력 수소의 수요량을 지역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몇 

가지 case별로 정리하였다. 원자력 수소 플랜트는 안전 규제 법규 및 민원 등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인근 지역을 원자력 수소 공급처로 고려하였다. 우선, case 1

에서는 현재 석유화학공장에 적용되는 경우로써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인 SK 

정유 공장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현재 정유공장의 기존 수소플랜트를 그대로 유

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0년 SK 정유 공장의 공정 증설 및 고도화 비율에 

따른 수소 부족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SK 정유 공장의 경우 2020년 35천톤/

년의 수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Case 2 ~ Case 4는 국내 수소 연료전지 보급 목표에 따라 원자력 수소의 

점유율을 가정하고 지역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에너지 부분 사용량을 예측하였다. 

   Case 2의 경우 2020년 원자력 수소 플랜트가 건설되고 현재의 원자력 발전

소 인근 광역시의 FCV에 100%공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고리, 월성, 영광 원

자력 발전소 인근 광역시인 부산, 울산, 광주 지역에 보급되는 FCV 100%를 모

두 원자력 수소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고 국내 FCV 점유율과 각 년도별 자동차 

예상 등록대수를 예측하여 필요한 수소량을 계산하였으며 수소량 계산에 사용한 

가정은 표 4.11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년도별 FCV 보급대수에서 지역별 점유율을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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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예상되는 지역별 FCV 보급대수를 결정하고 FCV 한 대당 0.33ton/yr의 

수소 소요량을 가정하여 요구되는 수소량을 계산하였다. Case 2의 경우에서처럼 

원자력 수소를 보급할 경우 전체 FCV의 12%를 충당하는 양이다. 

   따라서, Case 3에서는 지역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로 수송부분의 

원자력 수소  점유율을 고려하여 필요 수소량을 계산하였으며, Case 4는 수송부

분을 포함하여 총 수소에너지 제조원으로써 원자력 수소 점유율을 가정하여 수

소 필요량을 계산하였다. Case 3과 Case 4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 표 4.12와 

같다. 

   각 Case별 계산된 수소 필요량은 표 4.13에 나타내었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FCV를 중심으로 공급할 경우(Case.2) 원자력 수소 생산 시점인 2020년 73.9

천톤/년이 필요하며, 수송의 20%를 원자력 수소로 대체할 경우 연간 128천톤의 

수소 수요가 예측된다. 반면, 2020년 총 수소 에너지 제조원으로써 원자력을 

1%로 가정할 경우 연간 12.9천톤의 수소가 필요하며 300MW급 1기로 충당 가

표 4.11 Case 2에 대한 수소 수요량 예측 가정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가동 FCV 대수 (대) 1,947,000 5,164,000 12,519,000

총 자동차 등록대수 22,141,0001) 26,989,7552) 229,813,4813)

국내 총 FCV 점유율(%) 9 19 42

지역별 

자동차 

점유율(%)4)

울산 2.4

부산 6.3

광주 2.8

지역별 

FCV 대수(대)5)

울산 46,723 123,936 300,456

부산 122,661 325,332 788,697

광주 54,516 144,592 350,532

1) 석유수요전망위원회 (2004)
2) 연 2% 성장 가정
3) 연 1% 성장가정, 수소사업단 기획보고서
4)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통계청, 2005년 7월)
5) 현재 자동차 점유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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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양이다. 

표 4.12 Case 3과 Case 4에 대한 수소 수요량 예측 가정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Case 3
수송부분 원자력 

수소 점유율(%)
- 20 30 40

1)Case 4

최종 에너지중 

수소량 (천톤/년)
40 1,285 3,305 7,543

2)화석연료(%) 93 78 55 30

신재생에너지(%) 7 21 40 55

원자력(%) 0 1 5 15

 1) 수소 산업화 방안(2005.2) 및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공청회(2005.9)
 2) 화석연료 : 천연가스, 석탄, 여유전력, 부생가스

표 4.13 Case별 원자력 수소 필요량 (단위:천톤/년)

Case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1. 기존 Infra

(SK수소 부족분)
9.9 35 - -

2. FCV 공급

(   )안은 

자동차점유율

부산(6.3%) 40.5 107.4 260.3

울산(2.4%) 15.4 40.9 99.2

광주(2.8%) 18.0 47.7 115.7

3. FCV 원자력 수소 

점유율 기준
- 128 511 1,653

4. 총 에너지 점유율 기준 - 12.9 165 1,131
 

   각 Case별로 계산된 원자력 수소 필요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원자력 수소 플

랜트 수를 산정하였다. Case 1과 Case 2를 동시에 고려하여 2020년에는 기존 

수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울산지역에만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SK 정유 공장 

수소 부족분과 울산지역 FCV 공급시 연간 50천톤의 수소가 요구된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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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플랜트의 용량은 초기 건설시기인 2020년에는 300MWth(30천톤/년 H2)

을 기준으로 2030년과 2040년에는 600MWth(60천톤/년 H2)을 기준으로 하였

다. 표 4.14는 위의 각 Case 별 수소 필요량에 따라 원자력 수소 플랜트의 용량 

및 그 수를 나타내었다. 

표 4.14 수소 수요량에 기준한 원자력 수소 플랜트 용량

Case 2020년 2030년 2040년

Case 1+

Case 2

월성 300MW × 2기 600MW × 1기 600MW × 2기

고리 - 600MW × 2기 600MW × 5기

영광 - 600MW × 1기 600MW × 2기

Case.3 FCV 원자력 

수소 점유율 기준
300MW × 5기 600MW × 9기 600MW × 27기

Case.4 총 수소에너지 

점유율 기준
300MW × 1기 600MW × 3기 600MW × 19기

 제 5 절 수소 제조 단가

  1. 제조 방법별 수소 가격

   수소 제조 가격은 플랜트의 크기, 제조 방법,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된다. 최근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관심과 사회 경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 확보에 대한 기회, 

소요 비용, 장애 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미국 National Academy 산하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지시에 따라 미래 수소 생산 및 사용을 위

한 전략 위원회를 수립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8]. 이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수소 경제와 관련하여 수소 제조 기술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비용에 대한 자세

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그림 5.1은 보고서에서 산정한 수소 플랜트 규모에 따

른 제조 방법별 단가를 나타낸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수소 생산 뿐 아니라 

distribution 및 dispensing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용량(1,200T/D)의 수소 생산 플랜트에서는 천연가스 개질과 석탄가스화법, 

원자력 수소생산 방식이 경쟁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

로는 천연가스 개질에 의한 수소 생산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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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제조 방법별 수소 제조 단가 (출처 : Hydrogen Econom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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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Biomass Gasification, Ele-Electrolysis of water,WT Ele-Wind Turbine Electrolysis of water

PV Ele-PV solar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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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 H2 transporting to filling station 

• Dispensing : H2 compressing and storing at the filling station , H2 dispensing into vehicles

• Biomass negative carbon tax : Growing the feed stock takes CO2 from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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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을 고려할 경우 석탄 가스화 법의 단가가 더욱 낮게 산정되었으며, 온

실가스 배출 및 화석연료 고갈과 같은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원자력 

수소는 경쟁적인 수소 생산 방법이 될 수 있다. 

 

  2. 제조 방법별 수소 제조 단가 산정 

   앞서 NRC에서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국내 상황에 근거하여 단가를 재 산정

하였다. 수소제조단가는 NRC 및 기타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capital cost를 조

사하여 원하는 용량의 capital cost를 먼저 결정하고 원료비 및 기타 O&M비를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현재 대규모 수소 플랜트에 있어서 원자력 수소와 경쟁 기

술이 될 수 있는 천연가스 개질법 및 석탄 가스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변수별 

sensitivity range을 정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단가를 산정하였다. 

   가. 수증기 개질법(Steam Methane Reforming, SMR) 및 석탄 가스화

   수증기 개질 방법은 현재 1ton/day의 소용량에서 2000ton/day의 대용량까

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상용화 되어 있는 수소 생산방법이다. 국내 

상용화 사례는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수소의 48%정도를 이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22]. 

   수소의 생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수소 플랜트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크기에 해당되는 capital cost를 결정하여야 한다. Capital cost는 문헌마다 조금

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수소 플랜트의 규모에 대한 total capital cost를 분석하여 

보면 플랜트의 크기에 따른 capital cost의 경향을 알 수 있다[6~15]. 그림 5.2

는 수소 플랜트 크기에 따른 unit capital cost를 나타낸다(economic of scale).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증기 개질공정이 공정규모의 크기에 따라 capital 

cost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200 ton/day이하 규모에서는 공정규모에 따라 상당

히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0.5 million $/ton/day로 거

의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SMR 공정의 규모에 따라 capital cost를 예측하기 위

해 문헌에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plant 용량에 대한 unit capital cost를 

regression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델식을 얻을 수 있었다. 수식으로 예측된 

regression-trend를 그림 5.2에 함께 나타내었다.

   y=1672.3x (-0.22) 

여기서, y는 unit capital cost(10^3$/ton/day), x는 plant capacity(ton/day)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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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수소 플랜트 capit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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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cost가 결정되면 원료비와 기타 재료비, O&M비 등을 계산하여 최종 수

소 제조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수소제조가격의 산정 기준은 표 5.1에 따라 다양

한 범위에서 산정하였다. 

   석탄 가스화법은 주로 150ton/d이상의 대규모 용량에 주로 사용되며, 플랜트 

규모에 따라 capital cost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헌에 보고된 capital cost를 

그림 5.3에 나타내었으며, capital cost는 SMR의 capital cost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단가 산정시 사용한 기준과 산정 범위는 표 5.2에 나타내었

다[14,16]. 표 5.3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단가 산정에 사용된 기타 공통적인 

가정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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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 단가 산정 기준 및 범위

Parameters
SMR

Base case Range

H2 Plant size (ton/day) 2001) , 760

Capital Charge rate 16%2) 14-20%

Feed cost

($/MM Btu HHV) 
6.833) 4.5 ~ 6.8 ~ 9.0

(67%~125%)

Capital cost

(Without CO2 disposal)

362 $/kW-H2(200T/D)4)

282 $/kW-H2(760T/D)
Base ±25%6)

Capital cost

(With CO2 disposal)

410 $/kW-H2(200T/D)5)

315 $/kW-H2(760T/D)
Base ±25%

 1) 원자력 수소 600MWth 용량

 2) NRC(National Research Council)기준

 3) 2005년 2-8월 국내 평균도입단가(8월단가:7.9$/MM Btu)

 4) 기존 문헌 참고(그림 5.2)

 5) CO2 compressor 비용 포함 (1000$/kW)

 6) NRC에 의한 미래 옵션 capital cost는 현재 옵션대비 25% 감소

      

그림 5.3 석탄가스화법에 의한 수소 플랜트 capit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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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석탄 가스화 방법에 의한 수소 생산 단가 산정 기준 및 범위

Parameters
Coal Gasification

Base case Range

H2 Plant size (ton/day) 2001) , 760

Capital Charge rate 16%2) 14~20%

Feed cost($/ton) 543) 36~54~676)

(67%~125%)

Capital cost

(Without CO2 disposal)

1,251 $/kW-H2(200T/D)4)

940 $/kW-H2(760T/D)
Base ±25%

Capital cost

(With CO2 disposal)

1,281 $/kW-H2(200T/D)5)

973 $/kW-H2(760T/D)
Base ±25%

 1) 원자력 수소 600MWth 용량

 2) NRC(National Research Council)기준

 3) 2004년 석탄 도입 평균단가

 4) 기존 문헌 참고(그림 5.3)

 5) CO2 compressor 비용 포함 (1000$/kW)

 6) 2005년 1~10월 평균도입가

표 5.3 수소 생산 단가 산정 기준 및 가정

 H2 압축 75 atm  압축 비용 포함(compressor, 전기)

SMR효율 75%(LHV)

Coal gasification 효율 64%(Coal basis)

Electricity cost 0.05$/kWh

Carbon Tax 50$/Ton C

CO2 disposal cost 10$/Ton CO2

   표 5.1~5.3 에 나타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수소 생산 단가를 산정

한 결과를  표 5.4와 5.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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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천연가스 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 단가 산정 결과

 Parameters
SMR

Scale Range $/kg H2

Capital Charge rate

(%)

200T/D 14-(16)-18-20 1.48-(1.51)-1.54-1.57

760T/D 14-(16)-18-20 1.41-(1.44)-1.46-1.48

Feed cost

($/MM Btu HHV)

200T/D 4.5-5.7-(6.8)-9.0 1.12-1.33-(1.51)-1.80

760T/D 4.5-5.7-(6.8)-9.0 1.05-1.25-(1.44)-1.72

Capital Cost

($/kW-H2)

(without CO2 disposal)

200T/D 290-(362)-434 1.45-(1.51)-1.58

760T/D 212-(282)-352 1.37-(1.44)-1.50

Capital Cost

($/kW-H2)

(with CO2 disposal)

200T/D 308-(410)-513 1.61-(1.71)-1.80

760T/D 236-(315)-394 1.55-(1.62)-1.69

* (   ) : Base case

표 5.5 석탄 가스화 방법에 의한 수소 생산 단가 산정 결과

 Parameters
Coal Gasification

Scale Range $/kg H2

Capital Charge rate

(%)

200T/D 14-(16)-18-20 1.46-(1.55)-1.64-1.73

760T/D 14-(16)-18-20 1.22-(1.29)-1.36-1.43

Feed cost($/ton)
200T/D 36-45-(54)-67 1.43-1.49-(1.55)-1.64

760T/D 36-45-(54)-67 1.17-1.23-(1.29)-1.38

Capital Cost($/kW-H2)

(without CO2 disposal)

200T/D 757-(1,077)-1,346 1.26-(1.55)-1.80

760T/D 597-(796)-995 1.11-(1.29)-1.48

Capital Cost($/kW-H2)

(with CO2 disposal)

200T/D 808-(1,103)-1,346 1.63-(1.90)-2.16

760T/D 622-(829)-1,036 1.46-(1.65)-1.84

* (   ) : Base case

   천연가스 개질법에 있어서 수소제조 단가는 base case의 경우 200T/D 및 

750T/D 규모에 대해 각각 1.51$/kg과 1.44$/kg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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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것은 역시 원료인 천연가스 단가이며, 이 값의 변화

에 따라 수소 제조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05년 8월까지 평균도입단

가는 base case인 경우 6.8$/MM Btu이나 8월 단가만 고려하면 7.9$/MM Btu 

이며, 이때 단가는 1.69$/kg까지 상승한다. 실제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국내 도

매가를 고려하면 2005년 11월 기준 9.2$/MMBtu이며, 이때 생산단가는 1.7- 

1.8$/kg 정도이다. 규모가 커지면 제조 단가도 떨어지나 capital cost가 다른 제

조 방법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 수소 제조 단가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좀 더 다양한 규모에 대해 단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5.3

에 나타난 규모에 따른 capital cost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플랜트 규모 및 천

연가스 가격에 따른 단가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5.4에 나타내었다(CO2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플랜트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는 떨어지나 그 변화

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감소한다. 

   석탄 가스화방법에 있어서는 천연가스 개질법보다 capital cost가 크고 규모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수소 제조단가 또한 생산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원료가격 뿐 아니라 capital charge rate에 따라서도 제조 단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대규모 공정에서 유리하다. Base case에서 원료의 단가

는 2004년 국내 석탄 도입단가 기준이며, 2005년 평균 도입단가는 67$/ton 이

상까지 상승하였으며, 1.38~1.64$/kg의 생산단가를 보인다. 이 방법에서는 원료

그림 5.4 플랜트 규모에 따른 수소 생산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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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가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천연가스 개질법보다 적지만, CO2 처리비용 및 

탄소세를 고려할 경우 더 높은 단가로 산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 개질법은 천연가스 단가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와 함께 연동한다. 따라서 유가에 따라 수

소 제조 단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가와 수소제조 단가와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도입 원유 단가와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조사하고 두 단가 사이에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다.

   그림 5.5와 표 5.6은 국내 천연가스 도입단가와 원유도입단가와의 관계를 나

타낸다. 그림 5.6은 유가와 천연가스단가와의 상관관계로부터 760T/D규모의 수

소 플랜트에 대해 유가에 따른 수소제조단가를 산정한 결과이다. 산정된 제조 단

가에 탄소세 및 CO2 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경우 0.18$/kg 만큼 단가

는 상승하고 유가가 45$/B이상일 경우 원자력에 의한 수소의 생산이 더욱 경제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8월 국내 원유 도입단가는 C&F기준으로 

56$/Bbl로써 현재 문헌에 보고된 원자력 수소 생산단가(1.65$/kg)로 원자력 수

소 생산이 가능하다면 현재 화석연료 단가로도 경제성이 확보된 상황이다. 특히, 

산업용 및 가정용 등으로 공급되는 국내 공급가격뿐 아니라 환율에도 상당한 영

향을 받으며, 국내 각 지역별 공급단가로 선정시에는 수소 제조 단가가 더욱 상

그림 5.5 국내 원유 도입단가와 천연가스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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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국내 원유 도입단가 및 LNG 도입단가

LNG($/Ton) 원유($/BBl) LNG($/Ton) 원유($/BBl)

1989 171.3 16.62 1998 146.8 13.72

1990 209.6 20.95 1999 165.3 16.71

1991 184.2 19.42 2000 259.6 28.22

1992 184.5 18.55 2001 250.7 24.87

1993 173.3 16.59 2002 235.8 24.24

1994 155.9 15.55 2003 261.5 28.73

1995 159.2 17.32 2004 294.3 36.02

1996 196.7 20.11 2005 350.0 43.07

1997 197.8 20.34

승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용 수소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단

가는 유가에 따라 민간하게 변화하며, 원자력 수소 생산 시점인 2020년 천연가

스단가 및 유가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록 1에 2020년 이후의 EIA

그림 5.6 유가에 따른 수소 생산단가 (천연가스 개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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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측한 미국의 유가 및 천연가스 단가를 나타내었으며, 국내 원유도입가 및 

천연가스 도입가의 단가 변화 추이를 함께 표시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 trend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기타 제조 방법에 의한 수소제조 단가[17~19]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방법이외에 다른 제조 방법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였다. 

천연가스 개질법이나 석탄 가스화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주로 중. 소규모에 이

용되므로 200T/D 규모에 대한 제조 단가를 산정 비교하였다.  

   원료비 및 capital cost를 제외한 나머지 단가 산정 기준을 SMR방법과 동일

하게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방법에 대해 선정한 capital cost 및 수소 제

조 단가를 표 5.7에 나타내었다.

표 5.7 제조 방법별 단가 비교 (단위 : $/kg, %)

SMR Coal Gasi.
Biomass 

Gasi.
Electrolysis

Unit Capital Cost 

($/kW-H2)
362 1,077 1,366 2,6161)

Feed 1.14 75.0 0.37 23.7 0.62 29.6 - -

Electricity 0.04 1.3 0.18 3.2 0.20 2.9 2.70 2.2

Non-Fuel O&M 0.02 2.6 0.05 11.6 0.06 9.6 0.11 52.7

Fixed O&M 0.08 5.3 0.23 14.7 0.29 13.9 0.55 10.7

Capital charge 0.24 15.8 0.73 46.8 0.92 44.0 1.76 34.4

Total 1.51 100 1.55 100 2.09 100 5.12 100

1)2002, NREL Report 참고

* Biomass Feed Cost : 3.25$/MM Btu (2002, NREL Report 참고)

* Electricity cost : 0.05$/kWh

* Capital Charge : 16%/yr of capital

* Non-Fuel O&M : 1%/yr of capital

* Fixed O&M : 5%/yr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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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수소 제조 방법별 생산단가 비교(20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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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자력 수소 생산 단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산방법은 천연가스 개

질에 의한 수소 생산 방법이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몇 가지 방법이 소

개 되고 있는데 원자력을 이용한 물 전기 분해 방식은 전통적인 수증기 개질 방

법에 비해 3배정도(천연가스 단가 : 4.5$/million Btu 기준) 더 높게 나타난다. 

원자력을 이용한 MHR-SMR(Modular Helium Reactor-Steam Methane 

Reforming)방식은 전체 수소 생산 단가가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

만 일반적인 SMR 방식에 의한 것 보다 천연가스 단가의 영향이 더 적게 나타난

다. GA 보고서에 의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6$/million Btu이상일 경우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 

   Brown(2003)등은 IS process를 이용한 750 Ton/d 규모의 MHR 플랜트에 

대해 $715/kWth의 capital cost를 산정하고 51% 효율을 가정하였을 때 수소 

생산 단가는 1.42$/kg으로 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6.2$/MM Btu일 경우 수증기 

개질법에 의한 수소 제조 단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보고 하였다[21].   

  최근 NRC에서는 미래의 더 높은 효율과 대용량의 원자력 수소 플랜트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NERI)에서는 GA

사의 MHR(Modular Helium Reactor)을 기준으로 600MW급 4기로 이루어진 

2400MW급의 MHR-IS 플랜트에 대한 수소 생산 단가를 산정하였다[2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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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른 원자력 수소의 생

산단가를 살펴보고 기존 대규모 수소 플랜트와 비교 분석하였다.   

   표 5.8은 NERI(Nuclear Energy Research)와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산정한 원자력 수소 생산 단가를 비교하였다. 원자력 수소 생산단

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capital cost는 Nuclear heat 기준으로 각각 

820$/kWth와 888$/kWth로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capital charge는 각

각 12.6%와 15.9%를 가정함으로써 O2 판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NERI

와 NRC에 의한 단가는 각각 1.65$/kg과 1.71$/kg으로써 NRC에서 좀 더 높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12.6%의 capital charge를 적용할 경우 1.51$/kg으로 더 

낮은 단가로 산정된다. 원자력 수소의 생산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는 그림 5.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capital charge가 60%이상을 차지하고 O&M 비용이 24%, 나

머지가 Nuclear fuel의 비용이다. 따라서 원자력 수소 생산 단가에서 capital 

cost는 전체 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써 capital charge 및 몇 가지 변수

에 대한 다양한 값에서 원자력 수소 생산단가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들의 

sensitivity를 살펴보기 위해 NERI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단가 산정에 사용

된 각 변수들의 범위는 표 5.9에 나타내었다. 

   capital charge rate는 nuclear system과 IS system에 각각 최소 10.4%와 

11.9%, 최대 16.6%와 20.0%를 적용하였으며, 두 system에 base case인 

12.6%를 적용한 경우 1.65$/kg과 비교하여 capital charge rate에 따라 최소 

1.53$/kg에서 최대 2.08$/kg까지 다양하게 산정되었다. Total capital cost는 

문헌마다 차이가 나므로 NERI에 보고된 값을 사용하여 nuclear system과 IS 

system에 대해 각각 479$/kWth와 656$/kW-H2를 기준으로 ±20%범위에서 

수소 생산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1.46$/kg에서 최대 1.85$/kg으

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변수들에 대한 sensitivity 계산 결과를 표 5.12에 나타내었다. 

capital cost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열효율로써 효율이 높

을수록 reactor system의 capital charge가 감소함으로써 수소 생산 단가가 낮

아진다. 표 5.12에서는 열효율을 포함하여 기타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단가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한 sensitivity 계산 결과 

capital charge rate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최대 0.55$/kg의 단가 차이를 

보인다. 이는 capital charge가 전체 수소 생산 단가의 60%이상을 차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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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NERI 및 NRC에 의한 원자력 수소 생산 단가비교

항목 NERI NRC(미래옵션)

Nuclear Heat, MWth 2,400 3,300

H2 생산량, 

Ton/D(MW_H2, HHV)
760(1,248) 1,200(1,980)

Efficiency, % 52 60

Annual operation factor, 

%
90 90

Capital cost, $/kW_H2 1,577 1,247

Capital charge, %/yr 12.6 15.9

Nuclear fuel, $/MW hr 5.0 3.5

O&M cost

MHR:2.83$/MW_H2-hr

IS Plant

     :7.21$/MW_H2-hr

 Non-Fuel O&M

   :1%.yr of capital

 Fixed operating

   :5%/yr of capital

H2 cost, $/kg 1.65 1.63

기타
*O2 byproduct 판매비용 

불포함(250 ton/hr)

O2 byproduct 

판매비용포함:-10$/ton

(400 ton/hr)

* O2 Production values : NG 5$/MM Btu basis

  Compressed O2(36bar) :

       35.55$/Ton, 0.29$/kg H2(On-site O2 values에서 이동비용제외)

  Liquefied O2 : 13.56$/Ton, 0.09$/kg H2 (O2 liquefier 비용포함)

문이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열효율로써 42%에서 58%까지 효율이 

변할 때 최대 0.47$/kg의 단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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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원자력 수소 생산단가 구성비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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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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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표 5.9 Sensitivity analysis range

Parameters Base case Range

Capital Charge rate 12.6% 10-20%

Efficiency(HHV) 52% 40-60%

Capital Cost 1,577$/kW-H2 Base±20%

O&M Cost
IS Plant:2.83$/MW_H2-hr

MHR:7.21$/MW_H2-hr
Base±20%

  

표 5.10 Capital Charge rate

MHR S-I Plant $/kg H2

12.6% 12.6% 1.65

16.6% 16.6% 1.97

10.4% 11.9% 1.53

12.6% 20.0% 1.90

16.6% 20.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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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Total Capital cost

MHR S-I Plant $/kg H2

Base 479$/kWth

Base 656$/kW-H2 1.65

+20% 787$/kW-H2 1.74

-20% 525$/kW-H2 1.57

+20% 575$/kWth
Base 656$/kW-H2

1.77

-20% 383$/kWth 1.54

-20% 383$/kWth -20% 525$/kW-H2 1.46

+20% 575$/kWth +20% 787$/kW-H2 1.85

표 5.12 Other parameters

Range $/kg H2

MHR O&M+Fuel -20%~(4.97$/MW-hr)~+20% 1.58 ~(1.65)~ 1.73

S-I Plant O&M -20%~(3.75$/MW-hr)~+20% 1.60 ~(1.65)~ 1.71

Thermal Efficiency 42% ~(52%)~ 58% 1.98 ~(1.65)~ 1.51

Operation factor 80% ~(90%)~ 100% 1.78 ~(1.65)~ 1.55

   라. 수소 생산단가 비교

   760T/D 규모의 대용량 플랜트에 대한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 석탄가스화, 

원자력 수소생산방법에 대한 단가를 산정 비교하여 표 5.13에 나타내었다. 3가

지 방법 모두 1.62~1.65$/kg으로 비슷한 단가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수증기 개질법이나 석탄가스화 법은 원료의 가격이 단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자력 수소의 생산 시점인 2020년 이후 유가 상승 및 화

석연료 고갈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료 단가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생

산단가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원자력 수소는 기존 기술에 비해 연구 개발되어

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기술이지만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안해주고 부산

물인 O2의 판매비용을 포함할 시 더욱 낮은 단가를 보이며, 경쟁적인 차세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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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수소 생산단가 비교 (760 Ton/d) (단위 : $/kg, %)

NG Reforming Coal Gasi. Nuclear-H2

Unit Capital Cost

($/kW-H2)
315 829 1,577

Feed 1.14 70.4 0.37 22.4 0.27 16.4

O&M Cost 0.17 10.5 0.49 29.7 0.39 23.6

Capital Charge 0.21 13.0 0.56 34.0 0.99 60.0

Carbon Tax 0.02 1.2 0.04 2.4 - -

CO2 Disposal 0.08 4.9 0.19 11.5 - -

Total 1.62 100 1.65 100 1.65 100

소 생산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SK 수소제조 변동 단가

   SK를 비롯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에서 수소는 주로 나프타 개질을 

통하여 제조 되는데 표 5.14는 실제 정유 공장의 수소 제조 변동 단가를 나타내

었다.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28.9$/bbl 기준으로 1.03$/kg인 제조 단가가 

그림 5.9 대규모 수소 생산 단가 비교(76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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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유가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 상승(52.8$/bbl)으로 1.57$/kg까지 상승

하였다. 따라서, 나프타 가격이 전체 수소 가격의 80%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유

가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2005년 85%까지 더욱 높아졌다.

표 5.14 SK 정유 공장 수소 제조 변동 단가

원료 유틸리티 부재료 투자비 합계

2002년

(283T/D)

천원/톤 1044 89 23 150 1306

Naph;28.9$/bbl 

환율:1,269원/$
$/Ton 822.9 70.5 18.5 118.5 1030.4

% 79.9 6.8 1.8 11.5 100.0

2004년

(284T/D)

천원/톤 1480 108 23 149 1760

Naph;41.3$/bbl 

환율:1,170원/$
$/Ton 1265.5 92.4 20.2 127.6 1505.7

% 82.0 6.4 1.3 10.3 100.0

2005년

(204T/D)

천원/톤 1372 78 24 136 1610

Naph;52.8$/bbl 

환율:1,024원/$
$/Ton 1340.0 76.2 23.4 132.8 1572.4

% 85.1 4.8 1.4 8.7 100.0

  3. 수소 저장 단가

   원자력 수소와 같은 대용량의 수소 생산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수소를 인근 

수요처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즉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가스 충전소와 

같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할 경우 대량으로 생산된 수소의 일부

를 일정시간 저장하여 충전하거나 카트리지를 통해 필요로 하는 장거리 수요처

에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 저장기술은 수소의 제조 및 이용기술을 연결하

는 기술로써 수소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현재 수소 

저장은 압축가스 형태, 액화 수소 형태 및 수소 저장 합금에 의한 기술이 실용화 

및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고압기체에 의한 수소 저장 기술이 가장 널리 

상용화 되어 있지만 150기압 내외의 고압으로 인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으므로 30기압 이하의 압력으로 저장 가능한 수소저장 합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수소 저장 단가는 저장 방법, 저장 기간, 저장 용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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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Amos (1998)[23]은 수소 저장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저장 단가

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15에 정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압축

가스나 액화 수소 저장 방법에 비해 수소 저장 합금이나 Cryogenic carbon 저

장방법은 저장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현재 널리 상용화 되어 있는 압축 

수소 저장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며, 초기 capital cost의 75%이상이 저장을 

위한 탱크 비용이다. 액화 수소 저장은 장기적인 저장일 경우 경제적이며, 액화 

공정에서 수소 1kg당 10-14kW의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다른 저장 방법에 비

해 에너지 비용이 전체 저장 단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5.10에서는 

수소 생산량에 따라 2일 저장하는 경우의 수소 저장 단가로써 다른 방법에 비해 

액화수소 저장 방법은 저장용량이 많을수록 비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Economy of scale). 그림 5.11은 수소 생산 용량이 3.5천톤/년 규모일 경우 

저장 기간별 저장 단가를 나타내었다. 보는 바와 같이 액화 수소 저장 방법은 저

장 기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단가를 보이는 반면, 압축가스 저장은 저장기간

이 길수록 단가가 상승하므로 장기간 저장일 경우 액화 수소저장이 더욱 경제적

이다. 수소저장 합금은 capital cost가 높고 소량의 수소를 단기간 저장할 경우 

경제성이 있지만 원자력 수소와 같은 대량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는 고려하기 어

려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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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수소 저장 방법별 단가 

생산량(천톤/년)
 저장 기간

(Day)

 압축가스

($/kg)

액화수소

($/kg)

Metal Hydride

($/kg)

0.36

1 0.25 1.06 0.38

2 0.33 1.08 0.66

4 0.46 1.10 1.24

7 0.64 1.13 2.10

14 0.98 1.19 4.10

30 1.62 1.31 8.68

3.6

1 0.19 0.76 0.38

2 0.24 0.77 0.66

4 0.31 0.78 1.24

7 0.41 0.79 2.10

14 0.60 0.83 4.10

30 0.96 0.89 8.68

35.9

1 0.16 0.62 0.38

2 0.18 0.62 0.66

4 0.22 0.63 1.27

7 0.28 0.64 2.10

14 0.39 0.66 4.10

30 0.59 0.69 8.68

359.2

1 0.14 0.56 0.38

2 0.15 0.56 0.66

4 0.18 0.56 1.24

7 0.21 0.57 2.10

14 0.27 0.58 4.10

30 0.38 0.60 8.68

 * 가정 : - Compressed H2 저장압력 : 20MPa

          - Compressor capital cost : 1000$/kg

          - Liquefaction size : 2205kg/hr

          - Liquefaction capital cost : 44093$/(kg/hr)

          - Liquefaction Dewar capital cost : 441$/(kg/hr)

          - Depreciation : 22yr

*출처 : Cost of storing and Transporting Hydrogen (NREL report, 1998)

  

  4. 수소 운반 단가

   생산된 수소는 주로 압축가스를 pipeline이나 카트리지로 운송하거나 액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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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카트리지로 원하는 수요처에 운송한다. 현재 정유 및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소는 인근 수요처를 중심으로 pipeline을 형성하여 

운반되며, 실험실 및 소규모 수요처에 압축가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공급된다. 

   표 5.16은 저장단가와 동일하게 1998년 Amos[23]가 다양한 조건에서 산정

그림 5.10 수소 생산량에 따른 저장 단가 (2일 저장)

그림 5.11 수소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 단가(3.5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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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반단가를 나타내었다. Pipeline를 이용한 수소 운반은 운반량이 많을 경우 

경제적이며, 소량을 장거리 운송시에는 경제성이 없다. 이 경우 5kg/hr의 수소를 

800km운송시 590$/kg의 운송비용이 산정되었다. 그림 5.12는 32km의 단거리 

운송시 수소 운송량에 따른 운반비용을 나타내었다. 압축가스를 트럭으로 운반시 

수소 운반량에 따라 거의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며, 액화수소나 pipeline을 이용

한 운송은 운반량에 따라 상당한 비용차이를 나타낸다. 즉, 운송량이 많을 경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림 5.13은 수소 운반량이 3.5천톤/년일 경우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단가를 나타내었다. 보는바와 같이 장거리 운반일 경우 트럭을 이용한 

액화 수소 형태의 운반이 가장 경제적이나 초기의 liquid tank 비용이 많이 든

다. pipeline운반은 거리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며, 100km이상의 거리에 있

어서는 truck을 이용한 운반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소는 수요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을 형성하여 공급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70%가 운송되며, 카트리지를 이용한 

트럭 운반이 30%정도를 차지한다. 수소 유통업체에서는 주로 저순도의 수소를 

공급받아 PSA를 통해 생산된 고순도 수소를 공급하는데 PSA 후단의 압력이 높

아 파이프라인 배관과의 압력차이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압축비용 등은 포함되

지 않고 주로 원료가격(naphtha, LNG, LPG 가격과 연동)과 파이프라인 투자비

에 관한 감가상각,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지역은 주로 160~300원

/Nm3(1.62~3.04$/kg)으로 공급되고 있다. 소규모 수요처를 중심으로 카트리지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 140~200원/Nm3 (1.41~2.02$/kg)

정도의 운송비용이 들며 1회 운송량은 3,300Nm3(Truck 1대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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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수소 운반 방법별 단가

생산량

(천톤/년)
운송거리(km)

압축가스

Truck ($/kg)

액화수소

Truck ($/kg)

Pipeline

($/kg)

0.36

16 0.62 0.26 1.19

32 0.64 0.26 2.39

80 0.85 0.27 5.96

161 1.39 0.29 11.93

322 2.34 0.33 23.86

805 5.18 0.43 59.65

3.6

16 0.60 0.05 0.12

32 0.62 0.05 0.24

80 0.85 0.06 0.60

161 1.33 0.07 1.19

322 2.27 0.13 2.39

805 5.11 0.27 5.97

35.9

16 0.59 0.03 0.01

32 0.61 0.03 0.03

80 0.85 0.04 0.07

161 1.33 0.07 0.13

322 2.27 0.12 0.26

805 5.11 0.26 0.63

359.2

16 0.59 0.03 0.04

32 0.61 0.03 0.05

80 0.85 0.04 0.06

161 1.33 0.07 0.07

322 2.27 0.11 0.09

805 5.11 0.25 0.14

 * 가정 : - Truck Liquid capacity : 4,082kg/truck

          - Truck gas capacity : 181kg/truck

          - Pipeline delivery pressure : 2 Mpa

          - Pipeline cost : 621,504$/km

          - Depreciation : Pipeline(22yr), Cartridge(6yr), Tractor(4yr)

*출처 : Cost of storing and Transporting Hydrogen (NREL report, 1998)

 



- 80 -

 

   1994년 상공자원부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 수소와 같

이 대용량의 수소 생산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제철소의 부생 수소를 이용하는 

그림 5.12 수송 생산량에 따른 운반단가(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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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단가 (3.5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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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24].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포항제철의 수소를 다

량 포함하고 있는 COG 가스로부터 PSA 공정을 거쳐 99.9%의 수소를 얻은 후 

배관망을 통해 울산까지 공급하는 수소 이용 시스템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 조사

되었다. 수소 운송에 해당되는 배관망 시스템에 있어서 고려된 배관 길이는 포항

-울산 간 71km이며, 송출유량은 8,540kg/hr, 송출압력은 40kgf/cm2 G 이다. 

이때 배관망 시스템에 투자되는 설비 투자비는 29,560 백만원(용지매입비 제

외)이며, 3%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39,700백만원 정도

이다. 1994년 H2 가격 784천원/톤 기준으로 35,868 백만원/년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수소이용시스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자력 수소 또한 제철소 부

생가스와 동일하게 대량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 수소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형태

로써 원자력 발전소와 인근한 최대의 수요처인 울산간의 수소 운송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5. 수요처 원자력 수소 단가(Sample case) 

   원자력 수소는 대규모 수소 플랜트로써 생산지에서 저장 후 인근 수요처로 

운송하는 off-site방식의 수소 스테이션 형태가 적당하다. 수소 생산 단가는 

1.65$/kg으로 고정하고 생산지에서 1일 저장 후 수요처에 운반하는 단가 및 부

산물 판매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원자력 수소 단가를 산정하였다. 운반거리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근 광역시까지의 운송거리 30km을 고려하였다. 표 

5.17에는 생산단가를 포함하여 저장 및 운반방법별 단가를 제시하여 sample 

case에 대해 최저 원자력 수소 단가를 산정하였다. 최저 단가는 1.56$/kg으로 

생산지에서 압축가스 형태로 1일 저장 후 수요처에 pipeline으로 운송하는 경우

이며, 액화수소 형태로 운송하는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산정 결과 

pipeline운송 단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용지 매입

비등을 고려할 경우 장거리 운송시 경제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단지 중심의 인근 지역에서 기존의 pipeline이 형성되어 있는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수송용 자동차 및 기타 수소 에너지 사용 시에

는 액화 수소로의 카트리지 운송을 통해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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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수소 수요처(정유공장)와 지역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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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수요처에서의 원자력 수소 단가

   Sample case study

   : 600MWth IS Plant (200T/D)

   ● Production Cost = 1.65 $/kg

   ● On-site Storage Cost

      Liquid H2 1day storage = 0.61 $/kg

      Gas H2 1day storage = 0.16 $/kg

   ● Transportation Cost (30km)

      Liquid H2 Truck = 0.06 $/kg

      Gas H2 Truck = 0.44/kg

      Pipeline = 0.04 $/kg

   ● Oxygen Credit = -0.29 $/kg

 

   ⇒ Delivered H2 Cost = 1.56$/kg

 

   * 가정 - LH2 Truck Capa : 4,082 kg/Truck

            GH2 Truck Capa : 300 kg/Truck

            Truck Mileges : 6mpg

            Fuel cost : 4$/gal

            Labor cost : 2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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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절 결론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경향과 환경규제로 인해 수소 소모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이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를 중심

으로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 소비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90%이상을 차지하며, 2004년 779천톤/년 정도의 수소 

소비가 2020년에는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맞추어 정유 공장 별로 고도화 시설을 

정비함에 따라 1,160천톤/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수

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함께 수소 및 발전 부분의 수소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

며, 2020년 수송용, 가정, 상업용 및 발전용 부분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며 전

체 수소 소비량은 2,445천톤/년으로 예상된다. 이중 기존 석유화학 사용량은 

47%, 수송용 및 발전용 수소가 각각 26%, 10%, 상업용 및 가정용이 각각 9%,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부분 사용량 중 수송 부분은 2012

년 25%에서 2020년 50%까지 크게 증가하여 2030년과 2040년까지 점유율 

50%이상으로 보급될 것이다. 

   수소 경제 구현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하나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이며, 

이를 위해 수소의 대량 수요처 발굴이 요구된다.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

는 노력으로 인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및 전원용 수소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보급시기의 예측이 곤란하므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석유 에너지에 수소 첨가

를 통한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수소 자동차 및 

발전용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수소의 수급을 위해 몇 가지 case별로 공급안

을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으로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추

어져 있는 울산지역 공급을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직접 에너지로의 사용을 가정

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에 원자력 수소

의 공급을 가정하였을 경우 2020년에 7.4만톤/년, 2040년에는 47.5만톤/년이 

필요하며(case 2), 2020년 수송의 20%를 원자력 수소로 대체할 경우 12.8만

톤/년의 원자력 수소 수요가 예상된다. 

   2020년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수소 생

산 단가이다. 현재 수소 생산 단가는 천연가스 개질방법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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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현재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수소

는 주로 나프타 개질에 의해 제조 되고 있으며 나프타 개질에 의한 수소 생산단

가는 천연가스 개질에 의한 단가보다 1.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나프

타 원료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나프타 가격 및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상승과 

함께 증가하며 전체 수소 제조 단가 또한 높아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소 생산단가의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플랜트 규모에 따라 

대규모 수소 제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 개질법, 석탄 가스화법 및 원자력 수소에 

대해 수소 생산단가를 산정하고, 각 변수별 sensitivity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760T/D 용량에 대해 3가지 방법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기술이 

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변수는 천연가스 개질법, 및 가스화법에 있어서 원료가격

의 변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수소의 생산 단가는 capital charge rate

와 수소 생산 열효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수소의 생산과 아울러 생산된 수소를 수요처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

하는 것 또한 제조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와 같은 대

량 수소 생산 공정에서는 대량의 수소를 생산지에서 일정기간 저장 후 각 수요

처에 공급하는 Off-site형태가 유리하며, 이를 위해 수소의 저장 및 운송단가가 

전체 원자력 수소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소 생산량 및 저장 방법별 저

장기간에 따른 저장 단가와 운송방법별 운송단가 등을 제시하였으며, 원자력 수

소의 생산-1일 저장-30 km pipeline운반의 sample case에 대해 O2 판매 비

용까지 고려한 경우 최저 1.56$/kg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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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US 유가 및 천연가스 단가 예측 (EIA)

*출처 : EIA  Annual Energy Outlook 2006 (2005.12.12)

           에너지 경제 연구원 통계 D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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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구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년도 별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내 

수소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업체를 통한 자료 조사가 충실이 수행되었으며, 국

내외의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구 목표 및 내용에 관한 조사 평가 및 예측 

안을 제시하여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다. 

연구목표 주요 예상 결과물(연구내용) 달성도 평가 착안점 및 척도

수소 수요 

예측 

(1차년도)

1) 석유 산업의 수소 사용 현황 

조사

2) 수소 사용량 증감 계획 조사

3) 단위 공정별 수소 사용량 조사

4) 석유 산업의 연도별 수소 소요

량 예측

5) 수소 생산 가격 조사 

6) 2020년 수소 소요량 예측

100%
 조사 보고서의 내용

상 충실도 

원자력 

수소 

적정용량 

산출

(2차년도)

1) 석유 산업에서의 수소 이용 패

턴 분석

2) 공정별 Turn Around 시기의 

수소 생산량 증감 실태 조사

3) 정유 공정 외부 도입 수소의 

적정 규모 산출

4) 외부 도입 수소의 공급 품질 

및 조건

5) 원자력 수소 적정 생산 모듈 

용량 검토

6)수소 생산가격 산출 및 경제성 

비교 

100%
 조사 보고서의 내용

상 충실도 

    

 ■ 관련 분야 기여도

   현재의 석유 산업에 있어서의 수소 시장 규모는 77만톤 수준으로 90%이상



- 88 -

이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가 소비 형태를 취하

고 있어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10%정도 수준이다. 수소의 가격을 톤

당 14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연간 시장 규모는 10,906억원이나 시장을 통해 유

통 판매되는 규모는 983억원 규모이다. 현재 석유 산업 공정용으로 사용되고 있

는 수소시장이 2020년 연료전지 자동차 및 발전용 전지에 직접적인 방식의 에

너지원으로 확대될 경우 년간 330만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원자력 

수소 플랜트 및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스테이션에서 직접 공급받아 자

가 소비 형태보다는 외부 유통되는 수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자가 생산 및 소비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요량을 파악하기 힘든 국

내 수소 시장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원자력 수소의 공급 시점인 2020년 수소 수

요 예측을 실시하여 원자력 수소의 공급 가능성 파악 및 그 용량을 산출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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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존의 수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수소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2020년 수소 수요를 예측해 보았으며, 원자력 수소 상업

화 초기 생산되는 수소를 판매할 수 있는 Target 시장인 석유 산업의 수소 사용 

실태 파악에 활용함.

  ■ Case별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원자력 수소의 기술 개발이 

완성된 시점에서 기존의 수소 인프라를 통한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새로운 

수소 인프라 형성을 위한 원자력 수소의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활용함. 

  ■ 다양한 규모와 생산 방법, 다양한 범위에서의 수소 생산단가와 저장 및 운

송단가 등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생산의 대체제로써 원자력 수소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석유 산업에서 원자력 수소 이용을 위해 원자력 수소 플랜트와 정유 공장

간의 수송 경로에 관한 기술 경제적 타당성 연구에 활용함.

  ■ 공급되는 수소의 신뢰성 및 품질에 관한 예측 데이터로부터 기존 수소 생

산 가격 및 외부 도입 수소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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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국내 수소 수요 현황 및 수요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해외 관련 현황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국외의 수소 수요현황 및 단기 수요 예측 자료와 DOE을 중

심으로 수소 에너지 사용을 위한 보급 목표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제 1 절 수집 자료  

  1. "Hydrogen as a chemical constituent and as an energy source", 

Business Opportunity Report, Business Communication Companies Inc 

(2003). 

  2. "Hydrogen Infrastructure-A Global Evaluation of Hydrogen Fueling 

Infrastructure: Hydroge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torage Pathways", 

ABIresearch report, Allied Bussiness Intelligence Inc (2003).

 제 2 절 주요내용 

  1. 국외 수소 수요 현황(미국) 

   가. 수요처별 현황  

   미국의 경우 93%이상이 자가소비 형태이고 나머지 7%정도가 산업용 및 에

너지용으로 일부 유통되어 있다. 2007년에는 2000년 이후 450천톤/년 정도 에

너지 부분 사용량이 570천톤/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 소비되는 수소 중 

60%는 석유화학 산업에 이용되고, 국내의 경우와 달리 35%는 암모니아 공정에 

사용되며, 나머지 5%가 메탄올과 같은 화학산업에서 수요되고 있다. 1999에서 

200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AAGR, Annual Average Growth Rate)은 Bulk 와 

Merchant 수소의 경우 각각 6.4%, 5.9%이며,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각각 

5.7%, 7.3%로 전망하고 있다.     



- 91 -

표 6.1미국 수소 수요 현황 (단위 : 천톤/년) 

항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7년

Bulk

(Captive)

Petroleum 11,897 12,759 13,104 14,397 18,018

heavy chemical 

(methanol)
1,035 948 948 1,121 1,293

Agriculture 

(ammonia)
7,155 7,500 8,104 8,793 12,500

Merchant
Industry 969 1,082 1,128 1,166 1,757

Renewable Energy 438 448 456 450 571

Total 21,494 22,737 23,740 25,927 34,139

   나. 제조 방법별 현황     

   수소는 국내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천연가스 개질에 의해 생산되며, 전체 수

소 생산량의 73%정도를 이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가스화법에 의해 18%정

도를 생산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6.4%

의 성장률을 보였던 SMR방법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7%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며, off gas recovery에 의한 수소 생산이 6.6%에서 10.2%로 증가할 전

망이다. 

표 6.2 미국 수소 제조 방법별 수요 현황 (단위 : 천톤/년)

제조 방법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7년

SMR 15,604 16,725 17,414 18,794 24,656

Partial Oxidation 552 569 595 724 862

Gasification 3,948 4,052 4,138 4,742 6,121

Electrolysis 836 845 862 948 1,293

Off gas recovery 612 655 698 741 1,207

Total 21,552 22,846 23,707 25,949 34,139

   다. 운송 방법별 현황 (Merchant H2) 

   수소저장 및 운송방법은 위 3가지 방법이 고르게 이용되는데 2000년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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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더에 의한 운송이 44%, 액화수소방식이 27%, 파이프라인 방법이 29%정도를 

차지했으나 실린더로 운송하는 방식은 2002년 36%로 감소하고 파이프라인 운

송이 3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까지 이어져서 실린더 운송, 액

화수소, 파이프라인 운송 방법이 각각 18%, 28%,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표 6.3 미국 수소 운송방법에 따른 수요 현황 (단위 : 천톤/년) 

운송방법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7년

Cylinders 658 672 652 588 414

Shipments as LH2 397 415 436 465 661

On-site Plant and 

Pipeline
352 442 496 563 1,253

Total 1,407 1,529 1,584 1,616 2,328

  2. 세계 수소 수요 현황 

   세계 수소 수요는 1999년 80,779천톤/년에서 2002년 95.090천톤/년으로 

18% 증가하였다. 65%정도는 자가생산 및 소비 현태를 취하고 나머지 35%가 

유통되는 수소 이다. 특히, 2007년에는 연료전지에 이용되는 수소 에너지 양이 

늘어나 2002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표 6.4 세계 수소 수요 현황 (단위 : 천톤/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7년

Bulk H2 52,502 57,847 60,175 62,416 84,400

Merchant H2 27,329 30,346 31,811 31,122 41,984

Fuel cells 948 1,207 1,466 1,552 3,362

Total 80,779 89,400 93,452 95,090 129,746

  3. H2 cost target(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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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SMR H2 Cost by stage : 2003 to 2020

Process Parameter Unit
2003

Status

2005

Target

2010 

Target

Reforming

NG Cost $/kg H2 0.66 0.62 0.58

Other Costs $/kg H2 3.08 1.36 0.24

Primary Energy Efficiency %(LHV) 70 72 75

Purification
Cost $/kg H2 0.17 0.11 0.03

H2 Efficiency %(LHV) 75 82 90

Compression
Cost $/kg H2 0.34 0.29 0.24

H2 Efficiency %(LHV) 82 85 88

Storage and 

Dispensing 

Cost $/kg H2 0.25 0.19 0.11

H2 Efficiency %(LHV) 100 100 100

Other
Cost $/kg H2 0.5 0.42 0.3

H2 Efficiency %(LHV) 100 100 100

Total
Cost $/kg H2 5 3 1.5

H2 Efficiency %(LHV) 62 68 75

** Plant capacity : 690kg/day (without CO2 disposal)

   NG cost : 4$/MMBtu (HHV)

   Power cost : 0.07/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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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Electrolysis Cost by stage : 2003 to 2010

Process Parameter Unit

Large scale(250kg/day) Small scale(2kg/day)

2003

Status

2005

Target

2010

Target

2003

Status

2005

Target

2010

Target

Power 

Conversion

Costs $/kg 3.08 1.36 0.24 3.08 1.36 0.24

Energy 

Efficiency
%(LHV) 70 72 75 70 72 75

Cell Stack

Cost $/kg 0.17 0.11 0.03 0.17 0.11 0.03

Energy 

Efficiency
%(LHV) 75 82 90 75 82 90

Balance of 

Plant

Cost $/kg 0.34 0.29 0.24 0.34 0.29 0.24

Energy 

Efficiency
%(LHV) 82 85 88 82 85 88

Compression

Cost $/kg 0.25 0.19 0.11 0.25 0.19 0.11

Energy 

Efficiency
%(LHV) 100 100 100 100 100 100

Storage and 

Dispensing

Cost $/kg 0.5 0.42 0.3 0.5 0.42 0.3

Energy 

Efficiency
%(LHV) 100 100 100 100 100 100

Electricity

Cost $/kg 0.5 0.42 0.3 0.5 0.42 0.3

Energy 

Efficiency
%(LHV) 100 100 100 100 100 100

Total

Cost $/kg 5 3 1.5 5 3 1.5

Energy 

Efficiency
%(LHV) 62 68 75 62 68 75

표 6.7 Thermochemical H2 production Cost by stage : 2003 to 2010

Process Parameter Unit
2003 

Status

2005 

Target

2010 

Target

High-Temp.

Production

Cost at the plant gate  $/kg N/A 10 2

Energy Efficiency % N/A 25 40

Ultra-High Temp. 

solar production

Cost at the plant gate $/kg 12 8 4

Solar concentrator cost $/㎡ 250 130 75

Process Efficiency % 20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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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H2 Delivery cost target 

Delivery Method Target
2003 

Status

2005 

Target

2010 

Target

 Gaseous H2 

Compression

Cost($/kg)

Energy Efficiency(%, LHV)

0.18

90

0.17

92

0.14

95

H2 Liquefaction
Cost($/kg)

Energy Efficiency(%, LHV)

1.10

65

1.00

70

0.53

87

H2 Gas Pipeline
 Trunk Lines($/mile)

Distribution Lines($/mile)

1.4M

600k

1.2M

500k

600k

350k

H2 Carrier 

Technology

Hydrogen Content(wt%)

Hydrogen Content(kg H2/㎥)

Energy Efficiency(%, LHV)

3

45

80

6.5

97

82

10

150

85

  4. FCV penetration forecast (ABIresearch)

표 6.9. North America FCV Cumulative Shipment Forecast 

Year
FCV FC Bus FC passenger vehicle

Moderate Aggressive Moderate Aggressive Moderate Aggressive

2004 30 40 20 20 10 20

2005 40 60 20 25 20 35

2006 75 120 35 50 40 70

2007 200 400 60 125 140 275

2008 360 2,000 90 500 270 1,500

2009 2,000 12,500 180 1,000 1,820 11,500

2010 10,000 35,000 540 2,000 9,460 33,000

2011 80,000 100,000 1,250 3,000 78,750 97,000

2012 250,000 300,000 2,500 4,000 247,500 296,000

2013 500,000 600,000 3,000 5,000 497,000 595,000

2014 750,000 1,000,000 4,000 6,000 746,000 994,000

2015 1,000,000 1,500,000 5,000 7,000 995,000 1,4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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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energy has potential to efficiently produce 

large quantities of hydrogen without producing greenhouse gases. The oil 

refiners and petro-chemical plant are very large, centralized producers and 

users of industrial hydrogen, and they a high-potential early market for 

hydrogen produced by nuclear energy. Therefore, hydrogen market of 

petro-chemical industry as demand site for nuclear hydrogen was 

investigated and worked for demand forecast of hydrogen in 2020. Also we 

suggested possible supply plans of nuclear hydrogen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hydrogen production cost was analyzed and estimated 

for nuclear hydrogen as well as conventional hydrogen production such as 

natural gas reforming and coal gasification in variou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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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이용 수

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

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

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

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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