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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배경

중국은 수소에너지 및 ‘궁극의 친환경차1)’로 불리는 수소연료전지차를 핵심사업
으로 육성 중

○ 높은 에너지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처음으로 
2019년 정부사업보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차원에서 수소차를 핵심사업으로 육성2)

- 세계 최대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인 중국의 2019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각각 70.8%, 43%로 국가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3)

- 중국의 연간 CO2 배출량은 100억톤으로 전 세계 CO2 배출량 전체의 30%에 

달하며, 그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CO2 배출량의 15~20%를 차지함4)

○ 또한 범부처간 수소에너지·연료전지산업혁신전략연맹(‘18.2)을 결성하고 50여개 
기관이 공동 참여를 통해 수소에너지 및 수소차산업 발전 지원 중5)

       ※ 중국에너지연맹은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백서」에서 수소에너지발전로드맵 발표, 
2025년, 2035년, 2050년까지 연간 수소차 판매량 각각 5만대, 130만대, 500만대의 목표 제시6)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산업 발전을 시도 중

○ ‘연료전지차 시범응용에 관한 통지’ 및 ‘신에너지차 보급응용재정보조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차 산업화 및 산업망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7)

- 정부의 버스·트럭 수소차 상용화 지원사업에 힘입어 2020년 7월기준 연료전지차 7,200대

(버스 93%, 트럭 7%)를 보급시켜 연료전지 상용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음8)

- Foshan(佛山)시 Feichi(飞驰)자동차회사가 말레이시아와 160대의 버스 수소차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수소버스의 첫 해외수출 쾌거를 올림9)

○ 현재 2022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수소차에 투자를 집중하며, 광동성, 상하이, 
베이징 및 장쑤성 등을 중심으로 버스·트럭 수소차 수천대가 시범 운행 중

2030년에 이르러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육성정책과 발전현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함

1) 수소연료전기차(FCEV):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차이며, 별도의 에너지가 
없이 수소만 충전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림

2) https://www.sohu.com/a/301860973_100175920
3) https://mp.weixin.qq.com/s/w1CQDA4f7_M8QZ6iJyCvxA
4) http://www.tanpaifang.com/jienenjianpai/2019/0428/63770.html
5) https://baijiahao.baidu.com/s?id=1592074978595674082&wfr=spider&for=pc
6) https://www.sohu.com/a/324664615_733088
7)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85/n3057589/c8089648/content.html
8) https://mp.weixin.qq.com/s/w1CQDA4f7_M8QZ6iJyCvxA
9) https://www.sohu.com/a/275711818_6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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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정책

1. 국가지원정책

2019년 국가측면에서 수소에너지를 처음으로 ‘정부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켰음

○ 정책제정부문: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등

○ 정책방향: 수소연료전지차 지원을 위주로 R&D지원, 정책격려, 투자관리, 기술

혁신, 진입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그림 2-1] 수소에너지 및 수소차 관련 국가 거시적 정책 추진과정

이미지출처: CCID, ‘2020년 수소응용발전백서’(2020.12.)

○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응용을 

포함하는 ‘에너지기술혁명혁신행동계획(2016~2030)’을 공동 발표함

○ 2017년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중장기발전계획’과 
‘13.5 교통분야 과기혁신전문계획’을 통해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차량용 연료
수소 발전전략을 추진함

○ 2019년 ‘정부사업보고서’에 ‘충전 및 수소충전시설건설 촉진’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2019년을 수소에너지산업발전의 원년으로 간주함

○ 2020년 4월 에너지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의견초안)’을 통해 수소를 
‘위험물’에서 ‘에너지’범주에 포함시켜 수소에너지 사용의 합법성을 부여함

○ 올 4월 30일 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에서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지원방안을 고안함

○ 올 9월 21일 재정부 등 5개 부처는 ‘연료전지차 시범응용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앙재정이 22개의 시범도시에 대해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지원
방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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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계획(2021~2035)’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자동차의 향후 15년간 발전방향 확정10)

○ 리커창총리가 2020년 10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동 계획을 심의 통과시킨 후 

국무원 판공청이 11월 2일 대외에 정식 발표함

- 이 계획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하여 2035년까지 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이 계획은 지능형인프라서비스플랫폼 개발을 통해 수소충전기술과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인프라의 상호연결표준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충전 등 종합

서비스시범사업을 추진해 인프라의 상호연결과 스마트한 관리를 실현하는 것임

○ 수소차와 관련하여 수소연료공급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그림 2-2] 수소연료공급 보장시스템 구축

10)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11/02/content_55567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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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로드맵 2.0버전’ 제시

○ 2020년 10월 27일 ‘2020년 중국자동차공정학회 연례회의’에서 중국자동차

공정학회의 주관으로 1000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1년 6개월에 걸쳐 작성한 

기술로드맵 2.0버전이 발표되었음

- 기술로드맵2.0은 글로벌 자동차기술의 ‘저탄소화, 정보화 및 지능화’ 발전추세에 

비추어,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발전목표를 확정하였음

- 그중 수소연료전지차는 2025년까지 10만대, 2035년까지 100만대를 보유할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용차의 수소동력으로의 전환을 달성할 계획임

F 기술로드맵 연구분야 : 산업전반 + 9개 세부기술분야에 초점

- 9개 세부기술 분야: 수소연료전지차,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커넥티드카, 

동력전지, 전기구동어셈블리, 충전인프라, 경량화, 지능제조 및 핵심장비 등

[그림 2-3]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로드맵 2.0 연구분야

출처: https://mp.weixin.qq.com/s/QVIEsBRwhm_7J1O4uLK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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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소에너지연맹,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발전로드맵 발표

○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은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백서」에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발전 총체목표 및 기술로드맵을 공식 발표함(‘19.6.26)11)

- 2050년까지 중국 에너지시스템에서 수소에너지의 차지비중 10% 달성, 수소

수요량 6천만톤, 연간 경제가치를 12조위안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또한, 중국 전역에 수소충전소 1만개이상 설치, 수소차 500만대, 고정식 발전

장치 2만세트, 연료전지시스템 생산량 550만세트 달성목표 수립

[그림 2-4]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발전로드맵

   출처: 중국수소에너지연맹

11) http://news.cctv.com/2019/06/27/ARTIlaa9A70615mD9vCechvX19062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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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등 5개 정부 관계 부처,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사업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연료전지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공식 발표('19.9.16.)12)

- 이 정책의 핵심은 수소차 산업화와 상용화, 산업망 구축에 대한 집중 투자

이며, 나아가 수소 생산→운송→저장→공급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함

- 특히 수소차 기술의 핵심인 연료전지스택과 양극판, 막전극 접합체(MEA), 

공기압축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촉매제, 카본페이퍼, 수소순환

시스템 등 핵심부품 개발을 우대함

- 또 승용 수소차보다는 버스 수소차와 트럭 수소차의 상용화 지원사업에 가점을 

적용함

F 중국 정부가 수소차 전체에 대한 보조금 외에 수소차 및 관련 인프라 개발·

보급에 성과를 올린 지방정부,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함

[그림 2-5]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사업추진에 관한 통지

12) http://jjs.mof.gov.cn/zhengcefagui/202009/t20200918_35911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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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지원정책

지방차원: 연해지역에서 수소에너지산업 발전을 활발히 추진 중

○ 중국의 2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 시, 현 등에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

관련 발전정책을 약 42개 출범하였음

○ 성급, 시급, 현급 정책이 각각 28.6%, 54.7%, 16.7%를 차지함

[그림 2-6] 지방차원의 수소에너지 정책 추진현황

     이미지출처: CCID, ‘2020년 수소응용발전백서’(2020.12.)

[표 2-1] 주요 지역의 수소에너지 및 수소차산업 지원정책

순서 도시 정책명 발표시간

1 북경시 북경시 시범응용 신에너지버스 재정보조자금 관리세칙 2014년

2 상하이시 상하이시 신에너지차 구입 및 사용 독려 잠정방법 2014년

3 광둥성 廣州시 신에너지차 응용관리 잠정방법 2014년

4 大連시 大連시 인민정부판공청의 신에너지차응용 추진에 관한 의견 2014년

5 북경시 북경시 시범응용 신에너지버스 재정보조자금 관리세칙(수정) 2016년

6 상하이시 상하이시 신에너지차 구입 및 사용 독려 잠정방법(수정) 2016년

7 河南성 河南성 신에너지차 지방보조정책, 허난성 전기차 보조 상세정책 2016년

8 江蘇성 江蘇성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지방정책 재정보조 실시세칙 2016년

9 江蘇如皋 如皋 13.5 신에너지차 발전계획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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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p.weixin.qq.com/s/W-T5TRZzMCP4_JeAAoFx7Q

순서 도시 정책명 발표시간

10 台州 자동차산업발전촉진에 관한 일부 의견 2016.11

11 武漢 武漢 13.5 발전계획, 武漢 제조2025 행동강요 2017.1

12 상하이 상하이시 연료전지차 발전계획 2017.9

13 雲浮 雲浮시 수소에너지산업 발전추진, 보급응용 사업방안 2017.12

14 武漢 武漢 수소에너지산업발전계획방안 2018.1

15 如皋 2017년 如皋시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지방재정보조실시세칙 2018.1

16 廣東 廣東성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지방재정보조사업추진에 관한 통지 2018.1

17 武漢 武漢시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지방재정보조자금 실시세칙 2018.2

18 蘇州 蘇州시 수소에너지산업발전 지도의견(시행) 2018.3

19 상하이 상하이시 연료전지차 보급응용 재정보조방안 2018.5

20 河南 河南성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및 충전인프라 보조정책조정에 관한 
통지 2018.6

21 廣州 廣州시 신에너지차 발전추진에 관한 일부 정책(의견수렴) 2018.6

22 海南 신에너지차 보급응용재정보조정책 조정 및 완비에 관한 통지 2018.6

23 西安 西安시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지방재정보조자금관리 잠정방법 2018.5

24 廣東 廣東성 인민정부의 신에너지차산업 혁신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18.5

25 深圳 深圳시 2018년 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지원정책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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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D 활동

1. 국가 R&D프로그램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산업발전 및 기술장비혁신 지탱연구’ 과제 지원13)

○ 국가에너지국이 세계은행 대출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중국경제 개혁추진 및 

역량강화프로젝트”는 ‘수소에너지산업발전 및 기술장비혁신 지탱연구’를 포함한 4개의 

서브과제에 대해 지원 중(‘19.12.11.)

- (총체목표) “14.5”계획기간 수소에너지의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개발 및 

기술장비혁신의 전반적 요구, 단계별 발전목표 및 핵심과제를 연구하는 것임

[그림 3-1] 수소에너지산업발전 및 기술장비혁신 지탱연구

- 국가에너지국 과학기술사(司)가 2020년 3월 2일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한 

과제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에너지그룹이 주도하고 국가개발투자그룹, 중국공정원전략자문센터, 중국과학원 상하이고등

연구원, 중국기계공업연합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강철연구과기그룹, 퉁지대학, 중국석유

천연가스그룹, 중국선박그룹, 중국항천과기그룹, 유연과기그룹, 상해자동차그룹, 위차이(濰柴)

그룹 및 佛山환경에너지연구원이 참여함

13) http://www.miit.gov.cn/n1278117/n1648113/c7553623/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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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 지원

○ 과기부 하이테크연구개발센터는 2020년에 지원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재생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기술” 중점전문프로젝트 입안과제를 공시(‘20.10.26)14)

F 2020년도 지원할 연구과제는 총 14건이며, 과제명, 수행기관 및 수행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기술” 중점연구프로젝트 2020년도 입안과제

자료출처: http://www.htrdc.com/gjszx/tzgg/3400.shtml

14) http://www.htrdc.com/gjszx/tzgg/3400.shtml

순서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1 차량용 내고온 및 저습 양성자막 및 필름 형성 
고분자 규모화 제조기술 상하이교통대학 3

2 알칼리이온교환막 제조기술 및 응용 중국과기대학 2.2

3 저비용 확산층용 카본지 규모화 제조 및 응용기술
吉林精功탄소섬유유한

공사 3

4 차량용 고성능/내 독성 연료전지 촉매의 합성기술 
및 규모화 제조 厦门대학 3

5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판 전용 특수기판의 

장수명 저가 양산제조기술 상하이교통대학 3

6 차량용 연료전지스택 및 공기압축기의 소재 및 
부품 내구성 시험기술 및 장비연구

중국자동차공정연구원주
식유한공사 3

7
도로운송용 고압, 대용량 튜브번들 컨테이너 

수소저장기술
合肥통용기계연구원유한

공사 3

8 액체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충전 핵심장비 및 
안전성 연구

북경中科富海저온과기
유한공사 3

9
알코올 개질 수소생산 및 냉난방 전력공급용 

연료전지시스템 통합기술 화중과기대학 3

10 작동수명 1만h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기술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4

11
고효율, 저비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핵심기술연구
江苏协鑫실리콘재료과

기발전유한공사 3

12 새로운 고효율 풍력에너지변환 장치 핵심기술 
연구

중국华能그룹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유한공사 3

13 대형 플렉시블 블레이드 탄성 설계 핵심기술
国电연협동력기술유한공

사 3

14 독립형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 DC 상호연결 
및 안정성 제어기술

国网浙江성전력유한공
사 3

KO
STEC   

  K
O

STEC   
  K

O
STEC

http://www.htrdc.com/gjszx/tzgg/3400.shtml
http://www.htrdc.com/gjszx/tzgg/3400.shtml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 발전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1

2. 대표적 연구기관

중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중

[표 3-2]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주요 연구기관

출처: ISTIS 자료를 기반으로, KOSTEC 정리

기관명 주요 연구방향 / 강점기술

중국과학원 
大連화학물리연

구소

☑ 알칼리성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직접알코올 연료전지와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수행

- 1993년 PEMFC 연구시작, 전극공법 및 전지구조 관련 연구, 현재 작업면적 140㎠인 단일전지 
제작, 출력파워 0.35w/㎠

- 1994년 SOFC 연구시작, 주로 전극과 전해질재료 연구에 집중

- 2000년 30kW 차량용 연료전지의 전부 테스트작업 실시

- 2002년 200W급 직접 메탄올연료전지스택 제작

- 최근 100kW급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엔지 제작, 칭화대학 등 기관과 연료전지도시버스 개발, 노
트북 등 가전제품용 100w급 직접알코올연료전지 제작

중국과학원 
長春응용화학연

구소

☑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 1990년 PEMFC연구시작, 촉매제, 전극제작 및 메탄올 외부 개질기 개발에 집중, 100w 
PEMFC 시제품 제작

- 1994년 직접 메탄올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연구시작

- 1990년대초반 MCFC 연구시작, LiAlO2파우더 제조방법연구 및 금속간화합물을 이용한 MCFC 
양극재료 개발

북경유색금속연
구총원

☑ 수소저장기술과 연료전지 관련 재료 연구수행, PEMFC/광전지(수소제조) 상호보완 발전시스템 
연구

중국과학원 
廣州에너지연구

소
☑ 발효메탄가스 연료전지시스템의 상용화연구 및 수소제조와 재생에너지기술 개발

중국과학원 
上海고등연구원

☑ 에너지기술개발실험실(張海峰 부연구원)은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개발 

수행 

- 과기부 863, 973 및 중국과학원 중대연구프로젝트 등 다수의 과제 연구 참여

- 연구방향: 연료전지, 신형 에너지저장재료 및 기술

중국과학원 
上海규산염연구

소

☑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관련 기술과 연구, 주로 SOFC 전극재료와 전해질재료의 연구에 
집중

- 산화지르코늄막재료, 음극 및 양극재료, 단일SOFC 구조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습식화
학법으로 안정된 산화지르코늄 나노분말 및 치밀세라믹기술 확보

중국과학원 上海유기화학연
구소

☑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의 핵심재료 및 부품 연구

- 2002년 상해同濟과기실업주식유한회사, 상하神力과기유한회사와 제휴하여 상해 中科동력회사 
공동 설립

중국과학원 
寧波재료연구소

☑ 원 중국과학원 寧波재료기술공정연구소의 SOFC 연구진들로 SOFCMAN을 구성

- 2006년부터 SOFC연구시작, 재료. 화공, 기계설계, 열에너지 및 전기공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
우르는 인력풀 구축

- 분말, 전지, 스택 관련 기술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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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역량이며, 
자체의 연료전지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함15)

[표 3-3]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주요 대학교

15) https://mp.weixin.qq.com/s/hY3ltFnUSXTKk_qRw-nqYg

기관명 주요 연구방향 / 강점기술

칭화대학

☑ 연료전지 버스와 연료전지엔진, 수소 개질, 저장, 운송 등 연구개발 추진

- 90년대초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구, 완충용액법 

및 저온합성환경 신공법을 활용해 고체전해질, 공기전극, 연료전극 및 중간연결전극재

료의 초미세분말 합성, 플랫형 SOFC 몰딩 및 소결기술 연구

- 1993년: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연구, 단일전지전압 0.7V시 출력전류밀도 100mA/㎠, 석면수집기 가공공정 개

선 및 PEMFC 설계

북경이공대

☑ 1995년부터 PEMFC 연구 수행

- 단일전지 전류밀도 150mA/㎠

☑ 최근에는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차 기술개발에 집중

하얼빈공대

☑ 중온 SOFC전지, 우주용 리튬이온전지 및 고성능전지재료,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연기탈질, 나노전기화학 및 바이오환경센서 응용, 특
수기능성 마이크로나노계면재료 개발

- 현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연기탈질 촉매제, 나노바이오센서 및 에너지

전환, 특수 습윤성 계면재료 개발에 집중

상하이교통대

☑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 연구 수행

- 50kW급 천연가스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 범아시아자동차기술센

터(PATAC)와 공동으로 “鳳凰연료전지시범차” 완성

同濟대학

☑ 연료전지승용차와 수소충전설비제조 연구개발

- “超越”시리즈 연료전지승용차 개발

- 2006년에 Shell사와 공동으로 상하이 최초의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

天津대학
☑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연구에 집중

- 1994년에 PEMFC 연구 수행, 주로 촉매제와 전극 제조공법 연구

廈門대학 ☑ 연료전지시스템 연구개발

武漢이공대

☑ 고성능 양성자교환막, 고성능 지구성 촉매제 및 담체, CCM 저비용제조기술, 고성능 저
비용 기체확산층 및 쌍극판

☑ 연료전지스택설계 및 조립, 연료전지 엔진 집적 및 제어, 차량용 연료전지 기술

☑ 전류형성 메커니즘 및 전극과정 동력학 모형, 연료전지성능 및 연료전지 엔진의 동적 
특성 관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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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TIS 자료를 기반으로, KOSTEC 정리

기관명 주요 연구방향 / 강점기술

武漢지질대학

☑ 수소저장 관련 강점기술 보유, 程寒松교수가 독창적인 상온상압수소저장기술 개발

- 이 저장기술은 수소저장밀도가 크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며, 간편/민첩/안전/안정적인 

특징을 지님

華中과기대학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와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등 관련 재료 및 

수소저장 연구

중국석유대학 ☑ 수소시스템 최적화, 제련소 수소가스배분망의 최적화, 정제 및 특성 최적화

중국과기대학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 수행

- 1992년 중온 SOFC 연구 시작 ▲ 나노산화지르코늄을 이용한 SOFC, 작동온도 45

0℃, ▲ 신형의 양성자전도체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SOFC는 이론적 전력에 접근하는 

개방회로전압과 200mA/㎠의 전류밀도 획득

☑ 다공성 세라믹 지지체 기반의 차세대 SOFC 개발

浙江대학

☑ 재료공학공정학원의 陳立新교수는 중국 신재생에너지학회 상무이사겸 수소에너지전문
가위원회 부주임위원, 중국수소에너지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을 담임

- 연구방향: 각종 금속수산화물, 경금속 복합수소화물, 액체유기수소화물 등 수소저장재

료의 기초연구 및 수산화물 수소저장장치 및 기술,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시스템, 자동차 

수소-오일하이브리드동력시스템, 수소동위원소분리저장기술, 2차전지 신형 전극재료

中南대학

☑ 歐少端부교수는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시스템의 수치모의 및 최적화, 산업용 유도로의 
수치모의, 차량용 하이브리드동력시스템의 집성특성 및 제어기술연구 등

- 연구방향: 주로 차량용 동력시스템 및 전지기술 연구

湖北대학 ☑ 신형 연료전지분야 연구에 집중

華南이공대학

☑ 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등 연구

- 1992년 SOFC 연구시작, 조립된 튜브모양의 단일전지, 메탄을 직접 연료로 사용, 최

대출력파워 4mW/㎠, 전류밀도 17mA/㎠, 연속운행시간 140h

- 1997년 PEMFC 연구시작, 천연가스촉매를 통한 일산화탄소 및 수소생산기술은 현재 

국가발명특허 출원

西安교통대학
☑ 주로 석탄/탄소 연료전지의 일부 기초문제와 관련하여 심층적 탐구, 미래 에너지 청정

이용 연구를 위한 기반 다짐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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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 발전현황

[그림 4-1]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분포도

출처: http://www.cnautotime.cn/news/190708-12434.html

1. 산업 개요

수소 생산·저장·수송

○ 현재 중국은 자체의 연료전지파워트레인 기술플랫폼 구축, 연료전지엔진, 동력

전지, DC/DC 컨버터, 구동모터, 수소저장·공급 등 핵심부품 R&D시스템 형성, 

100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능력 확보 및 대규모 시범사업을 완료

- (수소생산) 중국은 여전히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위주이며 그중 공업

부생수소가 가장 주목받고 있음

F 염소-알칼리산업의 부생수소는 하부의 연료전지차의 수소수요를 충족시키

며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해수 수소생산도 궁극적인 

에너지솔루션으로 각광받음

- (수소저장) 중국의 경우 고압기체 수소저장기술시장이 90%이상을 차지하며 고정 

고압수소저장기술 및 고체 수소저장재료 기술수준은 선진국수준에 도달함

F 그러나 수소저장탱크의 수소저장 질량밀도는 3%이며, 아직 6.5%의 수준에 

미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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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수송) 중국은 대규모 수소수송에 적합한 파이프라인방식을 채택하며, 2~4MPa의 

5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갖추었으나 완비된 배관망은 구축하지 못함

- (수소충전) 중국의 수소충전소는 외부의 수소공급을 고압기체수소와 결합하여 사용

하며, 단위 수소저장량이 많고 고압가스 압축이 필요없는 액체수소 개발에 주력함

수소에너지 공급

○ 중국의 수소에너지산업은 시장도입단계에 놓여 있으며, 수소 생산규모, 경제성 

및 탄소배출 등 상황과 지역별 부존자원에 근거해 공급구도를 계획함

- 초기(2020~2025년): 수소의 연간 수요량은 약 2,200만톤이며,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공업부생수소를 효과적인 수소공급구도로 확정하여 추진 중

- 중기(2026~2030년): 수소의 연간 수요량은 약 3,500만톤이며, CCS기술과 

결합시켜 재생에너지 전해수 수소생산을 효과적인 수소공급구도로 확정하여 

바이오매스수소생산 및 태양광촉매 전해수 수소생산 등 기술시범사업 추진

- 장기(2031~2050년): 수소의 연간 수요량은 약 6,000만톤이며, 화석에너지 

위주에서 재생에너지 위주의 다원화 구도로 전환 및 재생에너지 전해수 수소

생산을 효과적인 수소공급구도로 확정하여 추진

F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CCS기술, 바이오매스수소생산 및 태양광촉매 전해수 

수소생산 등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보장 및 1천만톤급 

그린수소 출력을 실현함

       ※ 2030년과 2050년에 이르러 계절성 에너지저장량 잠재력은 약 9900억kwh와 2.14조kwh이며, 

이로 인한 수소 생산규모는 각각 1,800만톤과 4,000만톤에 달함

수소충전 인프라

○ 2019년 ‘정부사업보고’에 ‘충전 및 수소충전시설 구축 촉진’을 제안함에 따라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수소충전소 건설을 활발히 추진 중

- 2020년11월 현재 중국은 88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7개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80개가 가동 중에 있음

- 수소충전소는 주로 징진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광동성은 수소충전소 19개를 건설해 전국 1위, 상하이는 수소충전소 10개를 구축해 전국 2위, 

장쑤성과 후베이성은 각각 5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전국 3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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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말까지 중국의 수소충전소는 100개에 달하였으며 2030년까지 1,000개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표 4-1] 건설중 혹은 건설 기획중에 있는 일부 수소충전소

출처: https://www.vzkoo.com/news/4597.html

수소연료전지차

○ 현재 중국은 차량용 연료전지 핵심기술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시범운영 조건을 갖추었음

- 연료전지차는 생산비용, 내구성 등의 면에서 아직 단점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였음

-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200여대의 연료

전지차량의 시범운행거리가 누계 10여만km에 달하였음

- 북경, 허베이성(河北省) 張家口市와 광동성 佛山市 등지에서 실시한 연료

전지버스 상용화 시범사업을 통해 누계 운행거리가 100만km를 초과하였음

○ 현재 중국 전역에서 약 1만여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물류유통차량 위주를 이루고 있음

순서 충전소명 건설시기 도시 지역 비고

1 상하이臨港수소충전소 2020 상하이 상하이 건설중

2 嘉定郊野수소충전소 2020 상하이 상하이 건설중

3 蘇州상업용수소충전소 2020 蘇州 장쑤성 건설중

4 常嘉氫상업용수소충전소 2020 蘇州 장쑤성 건설중

5 藷城市수소충전소 2020 濰坊 산동성 건설중

6 高新區수소충전소 2020 濰坊 산동성 건설중

7 濱海區수소충전소 2020 濰坊 산동성 건설중

8 北瓦盆窯주유소/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9 王家寨주유소/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0 西山産業園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1 創壩華通역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2 緯三路역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3 棋盤梁휴게소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4 崇禮南역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5 沈家屯역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16 緯一東가스충전/수소충전소 2020 張家口 하북성 건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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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차의 시범응용은 주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및 북경과 천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연료전지트럭은 상하이, 랴오닝성(遼寧省) 신빈(新賓) 등지에서 상용화 운행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그림 4-2] 중국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량 및 판매량 비교(2016~2020년)

         출처: 赵洪雪 氢燃料电池汽车发展现状浅析 <교통에너지 및 환경보호> (2020.8)

○ 상하이 SAIC그룹이 2015년에 출시한 제4세대 ROEWE 950 FCV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는 항속거리가 400km에 달하며 소규모 생산능력을 갖추었음

- 현재 이 승용차의 제조비용은 약 150만위안, 정부 보조금 판매가격은 50만위안

이며, 수소생산비용이 kg당 30위안 가격대로 낮출 경우 경쟁력을 갖출 것임

[표 4-2] 국내외 주요 연료전지차 승용차 비교

기술사양 ROEWE950 토요타 MIRAI 혼다 CLARITY 현대 NEXO MODEL3

차량 사이즈 (mm) 4996*1857*1502 4890*1815*1535 4895*1877*1478 4670*1860*1630 4690*1930*1440

차량 무게 (kg) 2080 1850 1875 1860 1611

100km가속시간(s) 12 9.7 8.8 9.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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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수소에너지연맹

2. 주요 지역 추진현황

현재 상하이, 부산(佛山), 장가구(张家口), 루가오(如皋), 우한(武汉)을 포함한 
약 20여개 성 및 도시들이 수소에너지산업 발전을 활발히 추진 중

○ 상하이시: 연료전지차발전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2만대를 보급

시키고 수소충전소 5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임

-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Motor)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승용차, 경형 트럭 

등을 출시하였으며, 110kw의 수소연료전지 스택기술을 확보함

       ※ 중국 최초로 출시한 ROEWE 950 FCV 수소연료전지 승용차, 500대의 수소연료전지 물류차, 

20대의 MAXUS 연료전지차가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광동성 부산(佛山)시:  미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수소에너지 발전에 주력함

- 부산시 윈푸(云浮)에 수소에너지수소연료차시범구를 조성하였고 4개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더 많은 충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 장가구(张家口): 동계올림픽을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신재생에너지시범지역으로서 

19개 현(縣)과 구(區)에 수소충전소를 전면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올림픽 개최기간 

전부 다 수소연료전지차를 운영할 계획임

- 또한 중국 최초의 자동 수소연료전지 엔진이 이곳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임

○ 장쑤성 루가오(如皋)시: 유엔이 지정한 수소에너지개발 시범도시로서, 현재 2개의 

30kw 스택생산라인을 구축함

기술사양 ROEWE950 토요타 MIRAI 혼다 CLARITY 현대 NEXO MODEL3

최대속도(km/h) 160 175 165 179 209

항속거리(km) 430 502 589 609 354

연료전지스택 
출력(kW)

45 114 130 120

-
스택출력밀도 

(kw/L)
1.8 3.1 3.1 3.1

저온냉각작동성능 
(℃)

-20 -30 -30 -30

수소저장용량(kg) 4.2 5 5.5 6.3 50kWh (리튬전지)

보조금 판매가격 
(위안)

500,000
390,000      

(미국 캘리포니아)
402,827      

(미국 캘리포니아)
440,000     

(독일)
237,496 (표준 
후방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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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를 ‘13.5’계획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십만대의 규모를 갖추고 생산액은 

1천억위안을 초과한다는 계획임

○ 산동성: ‘차이나수소밸리’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 전해알루미늄 생산량은 중국 1위이며, 부생 수소가 많이 생산됨

       ※ 매년 4,400만톤의 코크스가 생성되며, 코크스 1톤당 400㎥의 코스크로 가스가 생성되며 순수 

수소가 55% 함유되어 있음

       ※ 염소-알칼리산업이 발달되었기에 부생수소 생산량이 매우 풍부하며, 석탄 수소생산능력이 강함

- 고속도로에 있는 120개의 주유소는 하나의 국영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함

       ※ 지리적으로 산서성과도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수송을 고안 가능함

3. 산업클러스터 구축현황

현재 화동, 화남, 화중, 화북, 동북, 서남 등 6대 지역별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연료
전지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였음

[표 4-3] 주요 지역별 수소에너지산업클러스터

순서 클러스터명 지역 과제 계획목표 벨류체인

1
云城수소에너지 

마을
广东云浮 국내 최대의 수소에너지차생산기지 도약, 연구

개발, 인큐베이팅, 생산 산업벨류체인 형성

연료전지스택, 시스
템,연료전지버스, 
물류차

2
광둥성신에너지차

산업기지
广东佛山 수소연료전지차 과제를 핵심으로 완성차 및 동

력전지, 모터, 전기제어 등 핵심부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소에너지산업기지 형성 

연료전지스택,부품, 
연료전지버스

3
如皋수소에너지 

마을
江苏如皋 중국 최고의 세계적인 수소에너지특화마을, 중

국의 수소에너지와 신에너지차종합시범구 건설
연료전지스택,부품, 
연료전지버스

4
수소에너지차의 

도시
湖北武汉

중국 최고의 수소에너지산업원, 연료전지차산업
벨류체인, 연매출액 100억위안 달성, 수소에너
지차의 도시로 건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벨류체인 1000억위안 돌파하여 세계적인 수소
에너지도시로 건설

수소생산,수소저장, 
막전극, 연료전지스
택, 연료전지차

5 차이나수소밸리 山东济南 수소에너지과기원, 수소에너지산업원, 수소에너
지 컨벤션이 통합된 차이나수소밸리 건설

연료전지시스템, 동
력어셈블리

6
수소에너지연료 

전지산업원
上海嘉定 2025년까지 1000억위안 달성, 연료전지동력

시스템·핵심부품연구개발플랫폼, 수소에너지산
연료전지차동력시스
템집적,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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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p.weixin.qq.com/s/W-T5TRZzMCP4_JeAAoFx7Q

순서 클러스터명 지역 과제 계획목표 벨류체인

업공공서비스플랫폼과 연료전지차운영유지보수
센터 구축

수소충전소

7
苏州수소에너지 

산업시범구
张家港 수소에너지산업혁신센터 설립, 수소에너지산업

핵심구 조성, 수소에너지 시범운영, 수소에너지
산업연맹 결성

수소생산,수소저장, 
연료전지동력시스
템, 연료전지동력어
셈블리

8
북경미래과학성 
수소에너지기술 
협동혁신플랫폼

北京昌平 수소에너지 프런티어기술 및 응용기초연구 성
과, 수소에너지규모화 산업화 발전 촉진

수소생산,저장,수송

9
台州수소에너지 

마을
浙江台州

"산업+자본+기술+서비스" 일체화 수소에너지산
업시스템 구축, 수소생산, 수소저장, 수소에너
지 교통인프라, 재생에너지저축, 전력대체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과기대생태계 구
축

수소생산,저장,수송 
및 충전,전환,응용 

10
내일수소에너지 

산업원
安徽六安 수소연료전지연구개발생산센터, 수소충전소 연

구개발 및 운영센터, 연료전지공장, 스택공장, 
열병합발전소 설립

연료전지 연구개발, 
수소충전소,연료전
지스택

11
江苏丹徒수소 
에너지산업원

江苏丹徒 국가급수소에너지시범원, 국가급 대학생창업원 
설립, 수소에너지산업프로젝트 유치, 세계적 수
소에너지산업원 건설

수소생산,저장,수송, 
충전,연료전지핵심
재료,부품,스택,시
스템

12
张家口桥东区 创坝산업원

河北张家口중국 첫 자동화 수소연료전지엔진 양산화생산
라인 구축, 연간 생산규모 1만대

연료전지엔진

13
旅顺수소에너지 

마을
辽宁大连 수소에너지산업 벨류체인 조성, 중국 최고수준

의 연구개발제조기지 구축, 동북지역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고도화 촉진

연료전지

14
聊城수소연료전지

과제
山东聊城 생산 가동후 생산규모 100억위안 달성

연료전지시스템, 동
력어셈블리

15
淄博고신구수소 
에너지신에너지차
산업클러스터과제

山东淄博 수소에너지신에너지차산업클러스터과제체결식 
거행, 수소에너지신에너지차생산기지 조성

수소생산, 연료전지
동력어셈블리

16
抚顺新宾满族 

자치현수소에너지
산업원

辽宁新宾 신에너지차산업클러스터 구축, 5~8개의 수소충
전소 설치, 수소연료전지과제 가동, 3000대의 
전지스택 생산능력 형성

수소충전소, 연료전
지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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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16) 및 시사점

(전망1) 수소에너지산업벨류체인 전체의 발전을 촉진함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수소
에너지산업시범구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

○ 중국정부는 전략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보다는 수소에너지공급체계를 선행 구축

하는데 초점

- 수소에너지산업체인은 길고 에너지 및 화공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수소시스템도 매우 복잡한 상황임

- 현재 수소산업체인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을 주체로 하고 자본을 

연결고리로 하여 중국내 우위기관을 집중하여 수소산업체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각 지방별로 수소에너지 특성, 에너지 부존량, 환경여건, 기술역량 등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수소에너지 발전방향 및 발전계획을 확정함

- (웨강아오대만구) 광동·홍콩·마카오 광역만 지역은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 

공급망기지를 구축에 주력함

- (장강삼각주) 보유기술과 환경을 기반으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와 파이프라인망 

구축을 병행 발전시켜 장강유역으로 확산이 가능한 종합적인 수소통로를 형성 중

- (하이난성) 2030년이후 연료차량의 하이난성 섬 진입 및 고속도로 주행 금지, 

수소충전소 설치 등 푸른하늘 지키기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산시성) 매년 6억톤의 석탄을 수출하는 산시성은 향후 주변 지역에 석탄 

대신에 청정 수소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한창임

F 화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집 

및 활용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경우 전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임

(전망2) 수소에너지 관련 국가중대전문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물류
차량 중심의 대형 수소트럭 시대가 열릴 전망

○ 중국정부는 수소에너지산업체인의 중대기술장비와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국가중대전문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16) 향후 중국의 중점 개발방향에 대해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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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기부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중점전문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부터 

향후 3년동안 14건의 연구과제를 지원 중

- 국가중대전문프로젝트를 통해 70MPa 액체저장탱크의 수소파이프라인망, 

대규모 수소생산기술, 지역내 수소생산 등 3가지 기술시스템의 핵심기술난제, 

핵심소재 및 장비 개발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 현재 중국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연료전지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소상용 물류차량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수소대형트럭시대를 열어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음

- 중국의 장가항(张家港), 황화항(黄骅港), 연운항(连云港) 및 칭다오항(青岛港) 

등 중화공업이 집중된 항만은 대형디젤트럭이 밀집된 상황임

- 탕산항(唐山港)은 1억톤이상의 철강을 보유하고, 황화항, 한단(邯郸)지역은 

5~6천만톤의 철강을 보유하며, 산동성 린이(临沂)지역은 최대 물류기지로 

대형디젤트럭이 밀집되어 있음

- 산동성 유차이(潍柴)그룹은 대형트럭과 고출력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집중하며, 

하이난성 신화(神华)그룹과 350톤의 대형광산트럭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

F 따라서 물류 혹은 대형트럭이 밀집된 항만지역에서 수소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됨

사례 1

디젤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하면 월 4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시운행 중에 있는 컨테이너적재용 대형수소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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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3) 신재생에너지 발전과정에서 폐기되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수소
생산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

○ 중국정부는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및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발전 추진 중

- 그중 풍력과 태양광 2가지의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전 세계 설치용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임

- 현재 중국에는 시간당 2천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시간당 2개의 풍력

터빈이 건설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 중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폐기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폐기되는 에너지를 

수소생산을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하면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음

- 풍력과 태양광은 불안정하여 많은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전력망에 연결하기 어려워 매년 약 1천억kwh의 전력이 폐기됨

- 이 부분의 신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을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면 연간 

약 224억㎥의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음

F 따라서 수소에너지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제정시, 매년 폐기되는 1천억kwh의 

전력과 1천만톤의 공업부생수소를 우선 사용하는 대안을 고려 가능함

사례 1

디젤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하면 월 4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

중국의 탕산항(唐山港), 톈진항(天津港), 다롄항(大连港), 칭다오항, 상하이항 등 주요 

항구의 2019년 1월 한달 화물운송량은 5천만톤에서 9천만톤이상의 엄청난 양을 기록함

60%의 도로운송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중량이 2억3,600만톤으로 추정되며, 컨테이너가 

800만TEU, 운송거리가 1천km인 30톤 대형트럭 한 대당 250kg의 디젤을 소비할 경우 

운송횟수가 1,600만차례에 달하며, 화물선적까지 디젤소비량은 약 4백만톤에 달함

4백만톤의 디젤소비량을 수소로 전환하면 매월 240만톤의 수소가 소요되며, 100km당 대형

트럭이 15kg의 수소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모되는 수소량이 총 3천만톤에 달하여, 

약 4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볼 수 있음

KO
STEC   

  K
O

STEC   
  K

O
STEC



2021. 2.  Vol. 2

24  

한국과의 협력 시사점

○ 중국은 수소생산산업기반이 탄탄하며, 미래의 수소개발 잠재력이 크고 시장이 

방대하기에 향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소에너지의 수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중국은 연간 약 2,500만톤 규모의 수소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생산량은 2,000만톤 이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함

       ※ 그중 97%의 수소가 화석에너지에서 생산되고, 석탄 가스화를 통해 1,000만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며, 천연가스를 통해 약 300만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며, 공업부생수소(순도 99.999%)

가 800만톤 이상이며 물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100만톤에 달함

- 중국은 미래의 수소개발 잠재력이 크며, 상용차, 항만트럭, 물류차량과 승용차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기에 한국으로의 수소 수출이 가능성이 있음

사례 2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상용화 수익모델

길림성 바이청(白城)시는 현재 3천만kw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수소

에너지에 기반한 신에너지개발기술로드맵을 제정에 나섰음

바이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분포식 지능형에너지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이 통합된 종합적인 에너지산업기지로 조성할 계획임

수소생산기술을 알칼리 전해수 공법을 채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수소가격을 kg당 18~20위안

(세금포함)대로 제어 가능하며,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면 일정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용화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길림성 바이청시에서 미래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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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9년에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을 제정하였고 

그린뉴딜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사회로의 진입계획을 밝힘

- 2020년에 약 4,4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초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개소하였음

[그림 5-1]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성과

  출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여시재 ‘수소경제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미나 (2020.10.29.)

○ 한국기업은 세계 수소에너지 최대시장으로 부상을 앞둔 중국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선점을 노려야 하며,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세계 최대 신에너지자동차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2050년까지 글로벌 20%의 

CO2 배출저감을 수소에 의존하고, 18%의 전력을 수소에너지에 의존할 계획임

- 한국정부는 2020년 6월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입하기 위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양국간의 혁신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F (사례) 2021년 1월 15일 현대자동차그룹은 해외 수소연료전지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위해 중국 광둥성 광저우개발구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함17)

17) https://mp.weixin.qq.com/s/HrsoHdOL6hVt9Au0ai6W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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