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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화석에너지의 고갈우려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특
히 급증하는 온실 가스 배출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수
소에너지가 무공해 청정성과 비고갈성 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는 에너지 경제 구도 자체를 화석에너지 기반에서 수소 에너지에 기초한 구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수소 경제시대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관심과 사회 경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소 에너지 기
술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 확보에 대한 기회, 소요비용, 장애 요인 등을 분
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수소
생산이 가능한 일차에너지원에 대하여 수소 생산 경제성을 공정한 가정과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 보고서가 적용한 방법론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상황-특히 원료가격, 전기가격, 이용률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일차에너지원에
대한 수소생산단가를 재평가하였다.
NAS에서 수소생산단가 분석을 위해 고려한 수소 생산 방법은, 1) 천연가스 증기개질
법, 2) 석탄 가스화, 3) 원자력을 이용한 열화학물분해, 4) 송전망 전기에 의한 물 전기분
해, 5) 바이오매스 가스화, 6) 풍력을 이용한 전기분해, 7)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분해이다.
본 연구는 NAS의 분석 시나리오 중 미래기술옵션(Possible Future Technology)에 대해서
만 초점을 두었다. 미래기술옵션은 현재의 R&D가 모두 성공했을 때를 가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석탄가스화이며 다음은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으로
서, 2004년도 평균 원료가격을 적용했을 때 수소생산단가는 각각 1.1 $/kgH2와 1.36 $/kg
H2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래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의 변동이 크고,
탄소세 도입시 더 높은 생산단가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2005년도에 급등한 최근
원료가격을 적용할 경우 천연가스는 1.63 $/kgH2 (유가 50달러 적용), 석탄은 1.53 $/kgH2
(톤당 125 달러 적용)로 평가되었다.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의 수소생산단가는 2.35~6.03 $/kgH2로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61 $/kgH2로 평가되었는데 원유가격이 약 50 $/barrel 이상일 경우
와 유연탄 가격이 톤당 138달러 이상에서 각각 천연가스와 석탄보다 경제적이었다. 따라서
최근 급등하는 유연탄 및 원유가격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은 미래에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적 파급 효과 면에서 원자력은 석
탄과 천연가스보다 40 ~ 100배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것은 원자력이 미래
수소 생산 에너지원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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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imited resource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fossil fuel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problems in the world. Especially it is well known that rapid increase of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may cause a serious climatic change. Consequently,
hydrogen is in the limelight as a future energy due to its clean combustion and
inexhaust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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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based energy system is under consideratio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US are already gearing the industries to the hydrogen economy to cope with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ossil fuels.
Many studies on the economical aspects of hydrogen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increase of the technical and socioeconomic importance of the
hydrogen energy. However, there is still no research which evaluates the economy of
hydrogen production from the primary energy sources in consideration of Korean
situations.
In this study, the hydrogen production costs of major primary energy sources are
com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situations such as feedstock price, electricity
rate, and load factor. The evaluation methodology is based on the report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of U.S.
NAS presented the hydrogen production cost estimates based on various primary
energy sources. The considered technologies are 1) reforming of natural gas, 2) coal
gasification, 3) water splitting by nuclear energy, 4) electrolysis of water from the
conventional electricity grid, 5) biomass gasification, 6) wind-turbine-based electrolysis,
7) solar-based electrolysi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future technology
scenario defined by NAS. The scenario assumes technological improvement that may be
achieved if pres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are successf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ased on the average material prices in 2004, the coal gasification is evaluated as
the most economical option and the reforming of natural gas is the next. The estimated
hydrogen production costs by the coal gasification and natural gas reforming are 1.1
$/kgH2 and 1.36 $/kgH2, respectively. However, the fossil fuels are susceptible to the
price variation depending on the oil and the raw material prices, and the hydrogen
production cost also depends on the carbon tax which is very likely to impe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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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enefits of the fossil-fuel-based technologies. For example, when the recently
jumped-material prices in 2005 are applied, their production costs are increased to 1.53
$/kgH2 and 1.63 $/kgH2, respectively.
2)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the wind,
solar, and biomass are relatively low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other energy
sources. The estimated hydrogen production costs range from 2.35 $/kgH2 to 6.03
$/kgH2.
3) On the other hand, the hydrogen production cost by nuclear energy is lower than
that of natural gas or coal when the prices of the oil and soft coal are above
$50/barrel and 138 $/ton, respect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cent rapid
increase of the oil and soft coal prices, the nuclear-hydrogen option appears to be the
most economical way in the future. In addition,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nuclear energy discharges carbon dioxide 40-100 times lower than those of coal and
natural gas. It means that nuclear energy has a high potential for the hydrogen
produ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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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화석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온실
가스 배출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제한된 매장
량(가채매장량이 원유 41년, 천연가스 67년, 석탄 192년임[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2005])
과 지역적인 편재성(원유의 63.3%, 천연가스의 40.8%가 중동에 편재함[산업자원부 자원정
책실, 2005])은 조만간 심각한 에너지안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선진
국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공해 청정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경, 에너지안보, 경제발전이라는 트라이레마(trillema)를 해
결하기 위해서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에너
지 경제 구도 자체가 화석에너지로 대표되는 자원에너지 경제에서 수 에너지로 대표되는 기
술에너지 경제로 전환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수소 경제 시대에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자원부 예측에 따르
면, 2020년대에는 연간 약 900만 톤(발전용 및 수송용 포함)의 수소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산업자원부 연료전지사업단, 2005]. 2020년 이후 수소 경제 시대에서 우리가 독
자적인 수소 생산 능력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900만 톤의 수소를 수입하게 되는 수소에너지 수입국이 될 것
이다. 수입액으로 치면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이자 석유소비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2004년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이 각각 299억
달러와 6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2005] 180억 달러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로서 향후
발효될 기후협약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수소는 원유나 천연가스와 달
리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너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래에 수소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수소에너지 생산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
으며 충분한 수소 공급능력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수소 생산 기술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관심과 사회 경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
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 확보에 대한 기회, 소요비용, 장애 요인 등을 분석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2004; Thomas, 1991;
General Atomics, 2003; Marshall, 2002;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1999; SK기술원, 2005]. 그러나 경제성 관련 연구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가정
및 조건을 분석에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각기 판이하게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한 예
로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소생산단가의 경우 수소 1kg 당 NAS는 2.2 달러를 예측하면
반면 에너지기술연구원[김미선, 2005]은 0.6~1.75 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서로 다
른 분야의 연구 결과를 비교 • 종합할 경우 자기 분야의 경제성은 올리고 다른 분야의 경제
성은 깍아내리는 가능성 마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물음은 “과연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이 다른 에너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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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경우 보다 경제성을 가질 것인가” 이다. 본 물음에 대해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없어야 하며 공정한 조건과 가정
을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만 한다. 사실상 이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행히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NAS)가 발간한 "The Hydrogen Economy"는 앞의 물음에
대한 답을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NAS는 수소 생산이 가능한 일차
에너지원들(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력)과 이차에너지인 전기에 대하
여 현재기술 및 미래기술의 경제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
운 점은 NAS의 분석이 미국 실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NAS의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100% 적용가능한지는 실로 미지수이다. 이러한 생각은 본 연구의 강력
한 동기가 되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수소 생산이 가능한 일차에너지
원에 대하여 수소 생산 경제성을 공정한 가정과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한 연구가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AS가 적용한 방법론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상황-특히 원료
가격, 전기가격, 이용률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일차에너지원에 대한 수소생산단가를 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앞서 서술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답을 얻고자 하
였다. 미래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 평가이므로 많은 불확실 인자(특히 원료 가격)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 주요 불확실 인자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사가 그렇듯이 수소생산 방식도 경제성 측면에서만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의 수
소생산에 있어서 환경성을 빼놓을 수는 없으므로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 일차에너지
원의 환경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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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에너지 생산기술
지금까지 알려진 수소생산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NAS가 소개한
각 에너지원별 수소생산 방법은 다음의 7가지이다.
- 천연가스: 증기개질법
- 석탄: 석탄가스화
- 원자력: 열화학물분해
- 송전망 전기(electricity from grid): 물 전기분해
-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가스화
- 풍력: 물 전기분해
- 태양광: 물 전기분해
여기서 “송전망 전기”라 함은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각 에너지원들에 의해 전기를
생산한 다음 송배전 전선망을 통해 송전된 전기를 의미한다. 위 7가지 방법들은 주어진 각
에너지원에 대해 현재 및 미래에 가장 실현가능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NAS가 평가
한 것이다. 여기서 미래라 함은 약 2020년대 정도로서, 열화학물분해와 같은 미래 기술
(Possible Future Technology)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이 모두 성공하여 상용화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2.1 천연가스 증기개질법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저배출, 폭넓은 이용성 및 취급 용이성 등으로 다른 화석연료들과
비교해 수소생산 에너지원으로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
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면 수소경제시대에서는 더욱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서
는 천연가스가 궁극적인 수소생산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천연가스 증기개질법
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며 현재의 기술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산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경제시대로의 진입 과도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적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양은 연간 약 4억천만톤이며

전

체 수소 생산의 약 80% 이상을 천연가스 증기개질방식으로 얻고 있다 [NAS, 2004].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으로서는 증기개질법(Steam Methane Reforming),
산화법(Partial

Oxidation),

증기개질과

산소개질을

결합시킨

부분

자열개질(Autothermal

Reforming) 등이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개질 기술들이 향상된 촉매와 제조 재료, 공정 단
순화, 새로운 분리 공정 및 개선된 반응로 등으로 개질 기술이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 NAS
는 증기개질법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CH4)이다. 증기개질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과 메탄가스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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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최대한 추출해 내는 것이다. 표 1은 메탄의 증기개질 총괄반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에 증기개질법의 개략적인 공정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
기개질법은 기본적으로 4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천연가스 중에 함유되
어 있는 황을 제거하는 탈황 공정(sulfur removal), 500~1000℃의 수증기와 혼합하는 증
기개질 공정(steam reforming), CO와 수소를 만들기 위해 Nickel-Alumina 촉매를 통과시
키고 여기서 만들어진 CO를 CO2와 H2로 전환하기 위한 water-gas shift 공정, 마지막인
압력변동흡착(Pressure Swing Adsorption) 공정에 의해 고순도 수소가 생산된다. 압력변동
흡착 공정을 거처 나온 물질은 개질기(reformer)에서 연소됨으로써 증기개질에 필요한 연료
의 일부로서 활용된다.
표 1. 메탄 증기개질 총괄반응
엔탈피 변화를 고려한
화학반응식[kJ/mol]
CH4+2H2O=CO2+4H2-165

이론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량[%]

수소생산에 필요한
최소엔탈피량[kJ/mol]

20.6

41

그림 1. 메탄 증기개질 공정도 [NAS, 2004]

2.2 석탄 가스화
현재의 화력발전소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연소 기술들은 수소 생산에 적합하지 않
다. 석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연소공정보다는 가스화(gasification)와 같은
전환공정이 적합하다. 석탄을 사용할 때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석탄 사용
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low-emission boiler system (LEBSs),
high-performance power systems (HIPPSs),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그리고 pressurized fludized-bed combustion (PFBC) 등이다. IGCC를 제외한 나
머지 방법들은 배기가스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NAS는 석탄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IGCC라고 보고 있다.
석탄의 가스화에는 2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며 [장종화, 2001], 첫 번째 공정은 석탄에서
기체성분을 추출하는 pyrolysis 반응이고,
CHxOy <->(1-y)C+yCO+x/2H2
CHxOy <->(1-y-x/8)C+yCO+x/4 H2+x/8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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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정은 600 ~ 1000℃의 수증기를 잔류고체에 투입하는 반응이다.
C + H2O <-> CO + H2 - 163 kJ/mol
이와 같이 가스화 공정의 높은 온도는 NOx의 생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반응로의 슬래
그, 먼지 및 유기물을 제거한다. 가스화 방법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서 현재 약 18% 정도
의 수소를 석탄가스화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가스화 플랜트들은 oxygen-blown 또는 air-blown design을 사용한다. air-blown design
은 자본비와 공기분리장치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으나, CO2 분리 경비가 늘어나고 용기
(vessel) 크기도 커져 부가적인 설비비용이 늘어난다. 이에 반해 Oxygen-blown design은
쉽게 황성분을 혼합가스(syngas)로부터 제거할 수 있어, 보다 쉽고 싸게 CO2를 분리할 수
있다. 미래 수소 생산 플랜트에서는 CO2의 포획과 격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oxygen-blown design 만이 미래 기술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2.3 원자력에 의한 열화학물분해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으로부터 약 40%의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표 2에 정리하였다. NAS는 표 2에 나오는 방법들 중에서 원자
력과 결부했을 때 미래 가장 유망한 수소 생산 방법으로서 열화학물분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2는 요오드-황 열화학물분해 공정을 나타낸다. 열효율 및 대규모 수소생산 관점에서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 요오드-황 열화학물분해 공정은 그림 2와 같이 폐사이클(Closed
Cycle)로 구성되고, 오직 물만을 외부에서 공급받으면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요오
드-황 열화학물분해 공정은 크게 아래와 같은 분젠반응, HI 분해반응, 황산분해반응으로 이
루어진다.
I2 + SO2 + 2H2O = 2HI + H2SO4 + 40(120 ℃): 분젠반응
2HI = H2 + I2 - 10 (300 ~ 450 ℃): HI 분해반응
H2SO4 = H2O + SO2 + 1/2O2 - 272(830~ 900 ℃):황산분해반응
분젠 반응은 다소 온도가 낮은 120도에서 반응을 하고, HI 분해반응에 의한 수소 생산 반
응은 300-450℃이며, 황산분해반응은 830-900℃에서 일어난다.
열은 황산분해반응을 위해 필요하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고온

HI분해반응과 황산분해반응에서 생성된 I2 와 SO2는

다시 분젠 반응에서 이용된다. 요오드-황 열화학물분해 공정은 공정사이클에 액체와 기체만
관련되므로 대규모화에 적합하다. 그러나 황산, 요오드의 강한 부식성 때문에 우수한 내식
재료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초고온가스로 기술로서는 GT-MHR의 경우 처
럼 850℃ 근처의 냉각재 출구온도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5년경에는 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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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되어 약 950℃ 이상의 높은 냉각재 출구온도를 얻을 수 있어 수소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들[NAS, 2004]
전기분해

열화학

특성
물전기분해
요구 온도
화학공정
효율(%)
LWR로 연결시
효율(%)

고온증기전기분해
>300 for LWR

>0

>600 for S-AGR

85-90

70-80

27

30

Not feasible

Below 40

연결시 효율(%)
장

점

40-60, depending on
temperature

Proven

can be coupled to

technology

reactors operating at

with LWRs

intermediate temperture
Eliminates CO2 emissions

단 점

>700

75 - 80

HTGR, AHTR,
or S-AGR 로

메탄개질

Eliminates CO2

Requires high-temperature

emissions

reactors

Low efficiency

Also requires development
of durable HTES units

>70

물분해
>850 for SI cycle
>600 for Cu-CI cycle
>45, depending on
temperature
Not feasible

40-60, depending on
cycle and temperature

Proven

Eliminates CO2

chemistry

emissions

40% reduction in
CO2 emissions
CO2 emissions are
not eliminated
Depends on

Aggressive chemistry
Requires development

methane prices

NOTE: LWR = light-water reactor; S-AGR = supercritical CO2 advanced gas reactor; S-I =
sulfur-iodine; Cu-CI=copper-chlorine; HTGR =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AHTR= advanced high-temperature reactor; HTES = high-temperature electrolysis of
steam.

그림 2. 요오드-황 열화학물분해 공정도

2.4 송전망 전기이용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지만, 물의 전기분해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물 전기분해는 이미 수 십 년간 화학 산업에서의 필
요성 때문에 수소 또는 산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과거 몇 십년간 우주와 잠수
함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전기분해 기술은 1) 고체 고분자 전해질과 2) 액체 전해질(일반적으로 수산화칼륨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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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H2SO4

½ O2

>800 oC

1/2O2 + SO2 + H2O

H2SO4

SO2 + H2O

H2SO4+2HI

120 oC

I2

Heat

2HI
2HI

450 oC

Water

I2+SO2+2H2O

I2 + H2
H2

을 이용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기본적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여 수소와 산
소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방식은 대량의 열원이 필요하므로
송전망 전기를 이용하기 보다는 원자로 등의 열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각 방법에
대한 특성을 표 3에 비교하였다.
표 3. 물 전기분해 기술별 특성 비교
구분
알칼리 수용액
고체 고분자 전해질
작동온도
≦ 80℃
≦ 80℃
2
2
전류밀도
≦ 0.3A/cm
1A/cm ≦
소요
전기
대
중
열
소
소
에너지
가격
소
대
신뢰성
대
중
자료: 수소 제조기술 개발 기획연구, KIST, 2000

고온 수증기
700℃≦
2
1A/cm ≦
소
대
중
소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이라고도 하며 1950년
대~1960년대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GE 등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PEM 연료전지를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개념이다. 알칼리수용액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PEM 시스템보다 더욱더 큰 규모에서 사용되어왔다.

2.5 바이오매스 가스화
현재 미국은 전체 에너지의 약 4% 를 바이오매스의 이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443만6천 TOE )의

3%인 131 TOE

를 바이오매스로 생산하고 있다 [산자부 자원정책실, 2005]. 바이오매스에 의한 수소 생산
은 태양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수소 생산 방법으로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음식
쓰레기나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유기물 전환 효율과

1) TOE(Ton of Oil Equivalent):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정한 단위로서 석유환산톤. 즉 각각 다른 종류
7
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 (10 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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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의 이질성(heterogeneity) 및 채집과 운반의 고비용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중규모
로 제한되어 있다.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대표적인 수소생산 기술로는, 1)혐기 발효(Dark Fermentation), 2)광
합성 발효(Photosynthetic Fermentation, 3) 균체 외 반응(In Vitro Reaction)기술 세 가지
가 있다.
1)혐기 발효-국내 기술 축적도가 높으며, 선진국에서는 이에 관련한 미생물 유전자 개선
과 생산 공정 최적화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상용화에 근접할 예정이다.

2)광합성 발효-국내 기초 및 요소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혐기 발효보다는 상용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O2

O2
1 단계

H 2O

P S II

PS I

re c y c le

[C H O ]
CO2

2 단계

H2

N itro g e n a s e

PS I

.
H y d ro g e n a s e

H2

3) In Vitro Reaction - 전 세계적으로 기초 연구 단계이나 개발되었을 경우 상대적으
로 대량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빛
½ O2
c H 2O

d

e-

광합성 시스템

유기성 폐자원

전처리

수소생산효소

e-

포도당

G lc - D H

NAD

P+

H2

G lu c o n ic a c id

NADPH

H 2 H 2a se

H+

자료:[김미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

NAS 보고서에서는 옥수수, 사탕수수에서 발생하는 줄기, 대와 같은 농산 바이오매스를 가
스화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경제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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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바이오매스 성장기간 동안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6 풍력 및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
해하는 것이 유일하다.

태양광의 경우도 본 연구 및 NAS에서 논의하는 수소생산 방식은

태양광 발전 후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생물학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앞의 바이오매스에 해당된다.
2.6.1 풍력발전기의 원리 및 특징
풍력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람의 속도이며, 가장 양호한 바람의 속도를 가진 경
우 전기 가격은 4~5 cents/kWh로 어느 재생에너지원보다 싼 가격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
다[NAS, 2004]. 그러나, 풍력발전은 바람의 간헐성으로 인해 그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전
기 생산과 수소 생산에 있어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Johansson, 1993].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불어오는 바람은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 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 관련 기술은 이미 실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
들의 경우 요소 기술 개발보다는 풍력 발전기의 저가화와 대형화 및 보급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많은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풍력 발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풍력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현
재 총 1,619MW 용량을 지닌 2만 여대의 풍력발전시스템에서 연간 38억kWhr의 전력을 생
산하고 있으며 시설추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6.2 태양광 특징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 Generation)은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
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그 핵심은 태양전지(Solar Cell 또는 Photovoltaic Cell)이다. 따라
서 태양광발전의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이며, 현
재까지 개발된 태양전지의 효율은 15∼18% 수준이다. 이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상용화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설치 지
역의 일사량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 kW 용량의 시스템을 설치하면 연간 약
1,000 kWh 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태양전지연구센터]. NAS에서 소개된 태양광 발전 방
식은 태양에너지를 태양전지(PV cell)를 이용해 전기로 만들고,

물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

를 생산했을 때의 수소생산단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2.6.3 태양전지의 원리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태양전지는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태
양전지, 비정질실리콘 태양전지가 있다. 그림 3은 태양전지 작동 원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태양광 원리는, 반도체의 pn접합으로 만든 태양전지에 반도체의 금지대폭(Eg : Band-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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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태양광이 입사되면 전자-정공 쌍이 생성되는데, 이들 전자정공이 pn 접합부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층으로, 정공은 p층으로 모이게 됨에
따라 pn간에 기전력(광기전력 : Photovoltage)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양단의 전극에 부하
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 작동원리이다.
표 4. 풍력 발전의 장단점[에너지관리공단]
장 점

단 점
▪ 에너지 밀도가 낮다

▪ 깨끗하다

▪ 바람이 안 불면 발전불가

▪ 고갈될 염려가 없다

▪ 우리나라는 적격지가 드물다
▪ 소규모 발전에만 유망
표 5.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에너지관리공단]

장 점
▪ 에너지원이 청정·무제한

단 점
▪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 에너지밀도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 가능

▪ 설치장소가 한정적, 시스템 비용이 고가

▪ 장수명(20년 이상)

▪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 높음

그림 3. 태양전지 작동 원리
*자료: 태양전지 연구센터, http://solarpv.kier.re.kr/solar/solar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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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S의 수소생산단가 평가 방법

3.1 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선정
NAS에서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주요 인자를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다.
• 수소를 생산하는 주요 에너지원/원료는 무엇인가?
•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규모는 얼마인가?
• 적용기술의 시점이 현재(Current)인가? 아니면 미래(Possible future))인가?
• 수소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될 때 이산화탄소(CO2)를 격리(Sequestration)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7가지 일차에너지원과 송전망
전기에

대하여

수소

생산

규모를

대규모(Central

station),

중규모(Midsize),

소규모

(Distributed)로 구분하였고 현재와 미래 옵션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격리
(Sequestration)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고려하였다. NAS는 위 4가지
인자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시나리오(8×3×2×2 = 96)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실제 적용
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만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경우 현재에는 초고온가스
로와 열화학물분해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래기술(F)만을 고려하였고 대규모(CS) 생
산규모 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고려한 시나리오는 한 가지로서 표 6에 CS
Nu-F 라는 약자로 제시되어 있다. 천연가스(NG)은 현재(C) 및 미래(F)에 대해 대규모(CS)
생산규모를 고려하였고 CO2 격리를 한 경우(Seq)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고려하였다. 이
경우 CN:CS NG-C, FN:CS NG-C, CY:CS NG-C-Seq, FY:CS NG-F-Seq 라는 4가지 시
나리오가 가능하다. 한편 풍력(WT) 및 태양광(PV)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및 미래에 대
해 소규모(Dist) 생산규모만을 고려하였다.

3.2 수소 생산 시스템 규모
NAS는 수소 생산 시스템의 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분류하였다. 대규모 시스템은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1200 톤으로 하였고 중규모 시스템은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24톤
으로 하였으며 소규모의 경우는 이용률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하루 수소 생산 용량을
480kg으로 가정하였다. 이용률을 90%로 할 경우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연간 수소 생산량
은 약

39만톤이며 중규모는 약 7884톤, 소규모는 약 158톤이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시스

템은 약 2백만대의 수소자동차를 담당할 수 있으며 중규모는 약 4만대, 소규모는 약 800대
의 수소자동차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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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소생산단가의 산정
NAS는 수소 생산 비용을 크게 자본비(capital charge)와 운영비(operating cost)로 구성하
였다. 운영비는 고정운영비(fixed operating cost)와 변동운영비(variable operating cost)
로 나뉜다. 또한 탄소세 및 이산화탄소 처분비를 민감도 분석이 용이하도록 다른 경비들과
분리시켜 계산하였다. 즉 NAS가 고려하는 수소 생산비는 다음 식으로 요약된다.
수소생산비 = 자본비 + 고정운영비 + 변동운영비 + 탄소세 + 이산화탄소처분비
수소생산단가는 연간 수소 생산비에 연간 수소 생산량을 나누어 얻을 수 있다. 즉
수소생산단가 ( $/kgH2) =

연간수소생산비 ( $/yr)
연간수소생산량 ( kg/yr)

3.3.1 자본비 원가
수소 생산 시스템의 자본비는 수소 생산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정 설비 및 플랜트 (total
process units)의 제작 • 건설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구성
된다. 직접비용은 단위 단가(unit cost basis)에 cost/size factor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이 값은 설비 및 플랜트에 따라 다른데 대개 75~100% 값을 사용하였다.

NAS는 간접비용

으로서 일반 설비비(general facilities), 시운전 및 인허가비(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예비비(contingencies), 운전 자금, 부지 및 기타 비용(working capital, land &
misc.)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였고 그 비율은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6. 수소 생산 시스템 규모에 따른 간접 경비 비율
일반설비비
시운전 및 인허가비
예비비
운전자금, 부지 및 기타

대규모 시스템
20%
10%
10%
7%

중규모 시스템
20%
10%
10%
7%

소규모 시스템
20%
10%
10%
5%

표 6에 나타낸 간접 경비외에 지역특성인자(site specific factor)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지
역에 따라 다른 급여수준, 세금, 날씨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영토가 광활한 미국과는 달
리 우리나라는 site specific factor에 따른 변동 요인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NAS는
site specific factor로서 미국

걸프해

지역(US Gulf coast) 대비

110%를 참조값

(reference value)으로 삼았다. 미국 걸프해 지역은 그림 4에 표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연간 자본비용(annual capital cost)는 총자본비(total capital costs)에 capital charge rate
를 곱하여 결정한다. NAS는 capital charge rate 참조값으로서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은
15.9%를 적용하였고 소규모 시스템에는 14%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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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걸프해 지역

3.3.2 고정운영비 원가
고정운영비는 총자본비의 2~5%를 참조값으로 적용하였다. 즉 시스템 규모에 따라 달리 하
였는데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은 5%를 소규모 시스템은 2%를 참조값으로 적용하였다.
3.3.3 변동운영비 원가
변동운영비로서는 변동 유지보수비 (non-fuel O&M), 원료비, 전기비를 고려하였다. 그밖에
각 에너지원별 특유의 비용(예: 원자로 해체비)도 고려하였다. 또한 원자력의 경우 물을 분
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소의 판매로 얻은 수익금도 고려하였다. 소규모 전기분해 시스템(송
전망 전기, 풍력, 태양광)의 경우 발생되는 산소의 양이 작아 상용가치가 떨어지므로 산소판
매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기비용의 경우 대규모 및 중규모 시스템에는 산업용 요율
(industrial rate)을 적용하였고 소규모 시스템에는 상업용 요율(commercial rate)을 적용하
였다. 풍력 및 태양광의 경우는 소요전기를 모두 자체 생산하여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3.4 수소이용단가
생산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등에 이용하려면 생산된 수소를 수송하고 소비자에게 보급해야만
한다. NAS는 수소 이용 비용을 수소생산비에 수송비(distribution cost)와 보급(dispensing
cost)를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즉
수소이용단가 = 수소생산단가 + 수송단가 + 보급단가
수송비용은 수소를 파이프 라인, 수송용 트럭, 수송 철도 등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다. 반면 보급 비용은 수소 판매자가 충전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규모 시스템은 파이프 라인을 이용한 수송을 가정하였고 중규모는 수송용 트럭을 가정하
였으며 소규모 시스템은 수송비와 보급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소생산단가 평가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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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소 생산 및 이용 단가에 미치는 민감도
표 8은 각 에너지원에 따라 계산에 이용된 파라미터 및 파라미터의 민감도(Sensitivity)를
high, medium, 또는 low로 나타내고 있다. 표 안의 공란은 특정 파라메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연가스나 석탄의 경우 자본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다른 에너지원들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는 수송비의 의존도
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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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에너지원별 수소 생산 시나리오[NAS, 2004]
규 모

대규모

천연가스

석 탄

CN:CS NG-C

CN:CS Coal-C

FN:CS NG-C

FN:CS Coal-C

CY:CS NG-C-Seq

CY:CS Coal-C-Seq

FY:CS NG-F-Seq

FY:CS Coal-F-Seq

원자력

바이오매스

송전망 전기

풍 력

태양광

F:CS Nu-F

CN:MS Bio-C

중규모

FN:MS Bio-C
CY:MS Bio-C-Seq
FY:MS Bio-F-Seq

소규모

C:Dist Elec-C

C:Dist WT-Gr-Elec-C

C:Dist PV-Gr-Elec-C

F:Dist Elec-F

F:Dist WT-Gr-Elec-F

F:Dist PV-Gr-Elec-F

<주> C: current technology; Y: sequestration (hydrocarbon feedstock in central station and midsize plants only); F=future technology;
N: no sequ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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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제성 파라메터들의 민감도 [NAS, 2004]

일차에너지원
Parameter
Capital investment

천연가스(Y)

석 탄(Y)

원자력

바이오매스(Y)

송전망 전기

풍 력

태양광

LOW

LOW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LOW

LOW

High

High

LOW

LOW

LOW

Electrolyzer cost
Electricity price
Natural gas price

LOW

LOW

LOW

High

Medium

Costs of photovoltaics/wind
Nonfuel O&M costs

LOW

LOW

Distribution costs

Medium

Medium

Medium

High

Dispensing cost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LOW

LOW

LOW

LOW

LOW

LOW

Sequestration unit cost

LOW

CO2 imputed cost
<주> Y: sequestration; 공란: 민감도가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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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NAS의 방법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각 에너지원별 수소
생산단가를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래 기술 옵션(2020년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미래에는 기후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이산화탄소를 격리 처분하는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
다.

4.1 기본 가정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본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NAS에서 적용한 참조값들을 사용
하였다.
○ site specific factor: NAS에서 참조값으로 적용한 걸프해 지역의 110%를 한국의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자본비 비중이 높은 원자력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값을 준다.
○ Capital charge rate: 대/중규모 = 15.9%, 소규모 = 14%
○ 탄소세 = 톤당 50달러
○ 이산화탄소 격리 및 처분: 처분비 = 톤당 10달러, 격리효율 90%
○ 송전망 전기요금: 대규모/중규모 플랜트=산업용 요금, 소규모 플랜트=상업용 요금
○ 송전망 전기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미국 값을 그대로 가정하였다. 한국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러한 가정을 하면

송전망 전기를 사용할 때의 CO2발생량은 0.32 kg/kWhr 이다.
○ 환율: 1000원/$

4.2 한국적 상황 고려 인자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원료가격(핵연료 주기비 포함), 전기요금, 이용률

등

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값들은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다.
4.2.1 원료가격
천연가스, 석탄의 원료값은 우리나라의 2004년도 값을 고려하였다[에너지포커스]. 원자력의
경우 핵연료 주기비와 원자로 해체비로서 고려하였다. 핵연료 주기비용은 핵연료 원광가격
에 성형/가공 및 농축비와 방사성폐기물 처분비를 합한 것이다. 핵연료 주기비는 4.61달러
/MWhr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보고서[M.Takei et.al]를 참조한 것이다.
4.2.2 전기요금
송전망 전기를 사용할 경우 2004년도 12월말 기준값을 적용하였다. 즉 산업용 요금 평균값
60.23 원/kWhr와 상업용 요금 평균값 96.85 원/kWhr를 이용하였다 [한국전력, 2004].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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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를 고려하였다. 풍력발전단가는 제주행원풍력발전소의 값인 90
원/kWhr[손충렬, 2005]를 이용하였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 NAS에서 사용한 0.098 달러
/kWhr를 적용하였다. 실제 우리나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지
정하는 발전요금은 풍력의 경우 107.66 원/ kWhr 이며 태양광은 716.40 원/kWhr 이므로
매우 낮은 값을 사용한 셈이다. 거기에 기술발전계수를 곱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가를
적용하였다. 즉 풍력의 경우 미국이 2004년 현재 0.06달러/kWhr를, 미래에서는 0.04 달러
/kWhr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도 그 비례만큼 감소된 0.06달러/kWhr 를 적용하
였다.
4.2.3 풍력 및 태양광 이용률
풍력의 이용률은 포항영덕풍력발전소의 이용률 28%를 적용하였다. 고품질의 바람으로 유명
한 제주행원풍력단지의 이용률이 26~27%임을 상기하면 비교적 높은 값이다. 일본의 경우
20%를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이용률은 NAS 값 20%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일본의 경우가
12%이므로 비교적 높은 값이다.
표 9. 우리나라 수소생산 단가계산에서 고려한 차이점
항목

미국

우리나라

LNG가격 (달러/톤)
전기요금 (달러/kWhr)

226.8
0.045 (산업용)

294.3
0.06023 (산업용)

유연탄가격 (달러/톤)

32.28

54

전기요금 (달러/kWhr)

0.045 (산업용)

0.06023 (산업용)

원자력

핵연료주기비(달러/MWhr)

5

4.61

바이오매스

전기요금 (달러/kWhr)

0.045 (산업용)

0.06023 (산업용)

송전망
전기

전기요금 (달러/kWhr)

0.07 (상업용)

0.09685 (공공/상업용)

이용률 (%)

36

20~28 (일본:20%)

전기요금 (달러/kWhr)

0.04

0.09(제주행원풍력단가)*
기술발전계수=0.06

이용률 (%)

20

20 (일본:12%)

전기요금 (달러/kWhr)

0.098

0.098

천연가스

석탄

풍력

태양광

4.3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본

절에서는

각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평가내용을

요약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spreadsheet를 부록 A에 첨부하였다. 아울러 에너지원별 주요 인자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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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천연가스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대규모 시나리오에서의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생산단
가이다. 대규모이므로 연간 수소 생산량은 약 39만톤이다.
총자본비(=426 백만달러)
○ US Gulf Coast 자본비: 387 백만달러
• 총 Process Units 가격= 263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263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263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263 백만달러 x 7%
• 운전자금 및 부지등: 263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426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1.36 $/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426 백만달러 x 1%
- LNG 가격: 톤당 294.3 달러 (2004년 도입평균가)
- 전기비용: 소요출력=65,938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기요
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영비: 426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426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51만톤 = 0.02 달러/kgH2
• 이산화탄소 처분비: 연간 3 백십만톤 = 0.08 달러/kgH2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천연가스 증기개질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36 $/kgH2 이다. 천연
가스는 원료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매우 심하다 (그림 6 참조). 본
분석은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자료인 톤당 294달러를 사용하였지만 2005년
6월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425달러로 치솟았다[에너지포커스, 2005]. 2004년에 36달러이
던 국제유가도 2005년에 50~60 달러선으로 급등하였다 (그림 8). 천연가스가격이 100%
국제유가에 연동된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국제유가의 영향은 4.4절에 정리하였다. 그림 5는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그래프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천연

가스로부터의 수소생산단가는 천연가스 가격이 두 배 상승시 2.30달러/kgH2로 되어 천연가
스 가격의 증가에 비례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유가격에 따라서도 증가하며, 상당히 유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8에서 볼 수 있
듯이

유가는

50$이상(2005년

10월31일

국제유가:

Dubai=53.1$,

Brent=59.58$,

WTI=61.27$))으로 치솟고 있다. 계속해서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까지 동반 상
승할 경우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에 의한 수소 생산은 경제성을 상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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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6.00

5.14

수소1kg 생산가격(달러)

5.00

4.20
4.00

3.25
3.00

2.30
2.00

1.36
1.00

0.00
$294.0

$588.0

$882.0

$1,176.0

$1,470.0

LNG가격(톤당 294 달러기준)

그림 5.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Oil and LNG Import price
350.00
300.00

200.00

Oil
LNG

150.00
100.00
50.00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0.00

1987

$1000/TOE

250.00

Year

그림 6. 연도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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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도별 LNG 및 유연탄 도입단가
350

도입단가(달러/톤)

300
250
200
LNG
유연탄

150
100
50
0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그림 7. 우리나라 연도별 천연가스 및 유연탄 도입단가[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2004]

그림 8. 최근 원유 가격 동향[세계일보, 2005]
4.3.2 석 탄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대규모 시나리오에서 석탄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이다.
총자본비 (=890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809 백만달러
• 수소 1200 톤/day 생산을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515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515 백만달러 x 30%
• 인허가 및 시운전: 515 백만달러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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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515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515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890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1.10 $/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890 백만달러 x 1%
- 석탄 가격: 톤당 54 달러 (2004년 유연탄 도입평균가)
- 전기비용: 소요출력=88,098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기요
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영비: 890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890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87만톤 = 0.03 달러/kgH2
• 이산탄소 처분비: 연간 5백8십만톤 = 0.15 달러/kgH2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석탄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10 $/kgH2로 평가되었다. 이
는 천연가스보다 0.26 달러 낮은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용 석탄으로 쓰는 유연탄을 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7을 보면 유연탄 도입가격이 2004년도까지 비교적 안정되
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톤당 57달러이던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2005년 7월 톤당 125달러로 무려 2배 이상 급등했다[한국수입업협회, 2005.9]. 이는 중국
및 인도의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 유연탄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원유가가 상승하
면서 유연탄 수송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9는 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 생산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3.00
2.40

수소1kg 생산가격(달러)

2.50
2.07
2.00

1.75
1.43

1.50
1.10
1.00

0.50

0.00
$54.0 $108.0 $162.0 $216.0 $270.0
석탄가격(톤당 54 달러기준)

그림 9. 석탄가격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그림 5와 그림 9를 비교해볼 때 석탄 가격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의 변화는 천연가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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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연탄 가격 동향으로 볼
때 유연탄 가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유연탄 도입가격인 톤당 125달러를 적
용했을 때의 수소생산단가는 1.53 달러/kgH2이다.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의 또 다른 단점중의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향후 기후 협약이 강화되어 탄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거나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연간 39만톤 수소 생산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천연가스가 약 3629 만톤인 반면 석탄은 약 6721 만톤
으로 약 1.8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석탄 가스화 방식에서 발생된다.
4.3.3 원자력
미래 기술 옵션에서 열화학물분해 방식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하였다. 시스템 규모는
대규모이다. 수소생산 열효율(nuclear thermal efficiency)은 60%로 가정하였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초고온가스 원자로의 냉각재 출구온도가 1000℃ 에 이를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원자력은 운전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탄소세 및 이산화탄소 처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총자본비(=2467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2243 백만달러
• 수소 1200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1674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1674 백만달러 x 10%
• 인허가 및 시운전: 1674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1674 백만달러 x 7%
• 운전자금 및 부지, 기타: 1674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2467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1.61 $/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2467 백만달러 x 1%
- Oxygen Byproduct: 톤당 10달러로 판매
- 핵연료주기 비용: MWhr 당 4.61달러
주기비용구성: 원광(13%), 전환/농축/성형가공(68%), 폐기물처분(19%)
- 원자로 해체비: 2467 백만달러 x 1%
• 고정운영비: 2467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2467 백만달러 x 15.9%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1.61 $/kgH2 로 석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천연가스보다도 높게 평가되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4년도 자료를 썼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국제유가가 2005년에 급등하
였다 (그림 8 참조). 2005년도 원유가 50~60 달러를 반영할 경우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석탄의 경우도 역시 유연탄 가격이 톤당 138달러 이상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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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2005년 9월까지의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5 달러이다. 2005
년에 유연탄가격이 2004년도 대비 2배이상 급등한 점으로 볼 때 석탄 가스화의 수소생산단
가도 멀지 않아 원자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천연가스의 5.8배, 석탄의 2.8배)는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그림 10의 결과로부터 충분히 장점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원료가격이 2 ~ 3배로 높아졌을 때 수소생
산단가는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보다 높아진다.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은 원광인 우
라늄 가격이 3배 이상 높아져도 수소생산단가는 1.7 달러 미만이다. 한편 초고온가스로 기
술 및 열화학물분해 기술의 한계로 수소생산 열효율이 50%에 머물렀을 경우의 수소생산단
가는 1.95 $/kgH2 였다. 60%를 가정한 경우에 비해 무려 0.34 달러 증가한 셈이다. 따라
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이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높은 수소생산 열효
율을 달성해야만 하며 관련 기술개발의 성공은 필수적이다.
우라늄가격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수소1kg 생산가격(달러)

3.00

2.50

2.00
1.61

1.64

1.68

1.71

1.50

1.00
$46.1
$92.2
$138.3
$184.4
우라늄가격 (46.1$/kg-U 기준)

그림 10. 우라늄가격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4.3.4 바이오매스
미래 기술 옵션/CO2 격리/중규모 시나리오에서의 바이오매스 가스화의한 수소생산단가이
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로부터 흡수한 이산화탄소
의 양은 수소생산과정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양보다 많다. 따라서 탄소세 효과는 상대적 이
득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소요되는 전기를 송전망에서 사용해야하므로 송전망 전기 생산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는 처분비가 소요된다.
총자본비(=60.5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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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Gulf Coast Capital Costs: 55 백만달러
• 수소 24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35.1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35.1 백만달러 x 30%
• 인허가 및 시운전: 35.1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35.1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35.1 백만달러 x 7%
=> Site Specific Factor 110% : 60.5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2.35 $/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60.5백만달러 x 1%
- 바이오매스 가격: 톤당 35.58 달러 (NAS 자료)
- 전기비용: 소요출력=4,742 kW, 전기요율=60.23 원/kWhr (산업용 평균 전기
요금, 2004년12월말)
• 고정운영비: 60.5 백만달러 x 5%
• Capital Charges: 60.5 백만달러 x 15.9%
• 탄소세: 연간 12만톤 소비= -0.21 달러/kgH2
• 이산화탄소처분비: 연간 13만톤 (송전망 전기 사용 발생분)= 0.17 달러/kgH2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바이오매스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2.35 달러/kgH2 로 석
탄의 2배 이상이 소요된다. 이것은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가격이다.
자본비가 다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이오매스에 의한 수소 생산시 원료의 수집과 운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
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그 규모가 중규모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0은 실용 가능성이 높은 3가지 기술에 대한 기술 및 경제성 전망에 대한 표이다. 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는 옥수수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혐기발효 수소 생산을 할 경우의 생산단
가를 1.75 달러/kgH2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값은 본 연구 결과 보다 0.6 달러 낮다. 차이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소 생산규모가 24톤/day 인데 반해, 에너지기
술연구원에서는 수소 생산규모를 120톤/day로 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10. 바이오매스 기술 및 경제성[김미선]
기술

원료물질
옥수수대 등

혐기발효

바이오매스
(2,000톤/day)

광합성발효

물, 태양광

In vitro

물, 광원

효율

수소단가

10M
H2/포도당
10% 태양광

$1.75/kg

$1.13/kg

생산량

비고

120,480kg

2015년

-H2/day

상용화근접

106Btu/m2/yr
3

$0.6/kg

2030년
상용화근접

134m hr/mol

2040년

H2ase

상용화 근접

바이오매스의 경우 상당한 면적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NAS에서 평가한 소요부지는 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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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 생산시 62.59 km (약 1900 만평)이다. 이는 신행정수도부지(2000-2500 만평)에 해당
하는 만큼의 부지규모이다. 만약 대규모 용량(연간 39만톤)을 가정할 경우 소요 부지는
2

2

3129.5 km 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 면적(1848 km )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4.3.5 송전망 전기
물의 전기분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수소생산 방법이며, 현존하는 가장 성
숙된 기술이지만, 물의 전기분해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여
기서는 미래 옵션에서 물의 전기분해(Electrolysis of Water) 의한 소규모에 대한 수소생산
단가를 계산하였다. 소규모이므로 이산화탄소 격리 처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총자본비(=0.57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0.52 백만달러
• 수소 480 kg/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36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36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36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36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36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0.57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5.41 달러/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0.57 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 소요출력=946 kW, 전기요율=96.85 원/kWhr(공공/상업용 평균전기요
금, 2004년12월말)
(cf. 가정용 90.94 원/kWhr 도입시 H2 생산단가= 5.13 달러/kgH2)
• 고정운영비: 0.57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0.57 백만달러 x 14%
• 탄소세: 연간 2400톤 소비= 0.21 달러/kgH2
• 이산화탄소격리 고려하지 않음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송전망 전기에 의한 수소생산단가는 5.41 달러/kgH2로서 석탄가스
화에 의한 생산단가의 약 5배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분해에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소생산이 경제성 측면
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값싼 전기를 생산 • 이용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단가가 가
장 낮은 원자력 발전 단가 39.24 원/kWhr[한국전력거래소, 2005년]를 이용하여 수소생산
단가를 평가하면 2.68 달러/kgH2로 수소생산단가가 대폭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
지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lectrolyzer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송전
망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초기 자본비가 어느 방법보
다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4.3.6 풍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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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에너지는 wind-turbine 을 이용해 전기를 생성시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가장
우수한 무공해 수소 생산 자원이다. 풍력에너지는 CO2의 감소, 화석연료의 수입 감소라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래 옵션에서 풍력발전 후 전기분해에 의한
소규모 수소 생산(수소생산용량 : 1.2톤/day)에서의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하였다. 이용률
20%와 28%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20%는 일본의 경우이며 28%는 우리나라 영덕풍력발전

소의 현 이용률이다.
총자본비(=0.89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0.81 백만달러
• 수소 1.2 톤/day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56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56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56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56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56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0.89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4.08 달러/kgH2(이용률 28%), 4.57 달러/kgH2 (이용률 20%))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0.89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 소요출력=2,365kW, 전기요율=90원/kWhr(제주행원풍력발전단가) *기술
발전계수=60 원/kWhr
(기술발전계수 = 0.04/0.06 = 0.667 (미국의 경우))
• 고정운영비: 0.89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0.89 백만달러 x 14%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이용률이 28%일 경우에는 4.08 달러/kgH2, 20%인 경우에는 4.57
달러/kgH2로 평가되었다. 어느 경우도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의 수소생산단가 보다 높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발달된 wind-turbine 시스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림 11은 한국과 미국의 풍력발전단가에 따른 수소 생산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상
대적으로 적은 생산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한 미국의 이용률이
36%로 높고, 전기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

풍력을 이용하여 대규모 (연간 39만톤) 수소를 생산할 경우 소요 부지는 약 337 km 이며,
이는 서울 면적의(605.5 km2) 1/2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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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단가에 따른 수소생산가격 변화
6.00

수소1kg 생산가격(달러)

5.00
4.08 (한국)
4.00
3.13 (미국)
3.00

2.00

1.00

0.00
0.040

0.060

풍력발전단가(달러/kWhr)

그림 11. 풍력발전단가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한국 vs 미국)

4.3.7 태양광
태양광은 미래 인류의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원이다. 본 절에서는 미래
기술 옵션에서 태양광 발전 후 물 전기분해 의한 수소생산에 대하여 수소생산단가를 계산하
였다. 생산시스템 규모는 소규모이다.
총자본비(=1.43 백만달러)
○ US Gulf Coast Capital Costs: 1.3 백만달러
• 수소 2.4 톤/day 생산을 위한 총 Process Units 가격= 0.9 백만달러
• 일반설비비: 0.9 백만달러 x 20%
• 인허가 및 시운전: 0.9 백만달러 x 10%
• 예비비: 0.9 백만달러 x 10%
• 운전자금 및 부지등: 0.9 백만달러 x 5%
=> Site Specific Factor 110% : 1.43 백만달러
수소생산단가 계산 (=6.03 달러/kgH2)
• 변동운영비
- Non-fuel Variable Operating & Maintenance: 1.43백만달러 x 1%
- 전기비용(4,729kW):0.098달러/kWhr(미국)
(cf. 716.4원/kWhr (법정도입단가))
• 고정운영비: 1.43 백만달러 x 2%
• Capital Charges: 1.43 백만달러 x 14%
이와 같이 계산된 결과 이용률이 20%일 경우에는 6.03 달러/kgH2 이다. 지금까지의 에너
지원 중 가장 높은 수소생산단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야간, 우천시 등의 날씨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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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약 20%) 때문이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 전지 기
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기가스, 폐열 등 환경 오염과 소음이 없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석탄화력발전 대비 약 240 g-carbon/kWh 절감)[태양전지연구센터]
그림 12는 태양광 이용률에 따른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단가가 0.098달러
/kWh 일 때, 이용률이 20%경우 6.03 달러/kg, 12%일 경우 6.96 달러/kg 으로 20%경우가
0.93 달러/kgH2 싸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수소생산단가를 낮추는 방
법이 될 것이다.

이용률에 따른 수소 생산 가격 변화
14.00

수소 1kg생산가격(달러)

12.00
10.00
8.00

6 .9 6
6 .0 3

6.00
4.00
2.00
0.00
12.0%

20.0%

이 용 률 ( 발 전 단 가 0 .0 9 8 달 러 /kW h 기 준 )

그림 12. 태양광 이용률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변화
한편 태양광을 이용하여 대규모 용량(연간 39만톤)의 수소 생산 설비를 갖출 경우 부지는
2

약 64 km (약 1900만평)이 소요된다.

4.4 수소생산단가 평가 결과 비교
그림 13과 표11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경우, 천연가스와 전기분해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 옵션을 적용했을 경우의
수소생산단가도 나타내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가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소
생산단가가 높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비싸고 이용률이 낮으며, 원료의 단가도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미국의 수소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

국의 이용률이 36%로 한국 28%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로 비교해 보면 두 나라 모두 석탄의 수소생산단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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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와 원자력이며, 제일 높은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다. 표 11은 2020
년 미래기술옵션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소생산단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천연가스와 석탄
이 낮은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석탄은 수소생산가격에 원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원료가격이 2004년 대비 2배내
외로 급등하였다. 급등하는 원료값 추이를 반영한다면 천연가스는 이미 원자력보다 경제성
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석탄의 경우도 멀지 않아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자본비는 상대적으로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방법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원자력은
천연가스와 석탄과는 달리 원료가격에 의한 변동이 매우 적으며, 물분해로 생기는 부산물인
산소를 판매함으로써 상당부분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풍력, 태
양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생산단가를 나타내는데, 특히 태양광은 약 6.1$/kgH2로
최고의 생산단가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 생산시 필요한 소요부지는, 1200톤/day 대용량 수소생산 규모일
경우,

바이오매스는

제주도

면적의

약

1.7배인

2

3129.5km 부지가

2

필요하며,

풍력은

2

337km (서울면적의 1/2배), 태양광은 신행정수도면적인 64km (약 1900만평)의 면적을 필
요로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원들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
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 한 국)
14

2 0 0 4 년 현재

미래기술 ( 2 0 2 0 년 이후)

수소생산단가(달러/k g)

12
10
8

8.29
1

6.96

2

6

6.03

5.41

*

4.57

†

4

4.08
a

a

2

2.30

1.59

a

a

1.43
1.10

1.36

1.64
1.61

2.78
2.35

0
천연가스

전기분해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바이오매스

전기분해

풍력

태양광

에너지원

1. a는 원료가격 100%증가시의 수소생산단가
2. 풍력의 경우 *는 이용률이 20%, †는 이용률이 28%일 때의 수소생산단가
3. 태양광의 경우 1 은 이용률 12%의 경우, 2 는 20%일때의 수소생산단가
그림 13a.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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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 미국)
Nas. The Hy dro gen Eco no my
14

수 소생산단 가(달 러/ k g )

12
10
8
6.18
6
4.14
4
2

1.12

0.95

천연가스

석탄

2.86

2.28

1.63

0
원자력

바이오매스

전기분해

풍력

태양광

에너지원

그림 13b. 에너지원별 수소생산단가(미국)

표 11. 수소생산단가 비교 (2020년 미래 옵션 기준, NAS 보고서)

수소생산방법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법)
석 탄
(석탄 가스화)
원 자 력
열화학법(IS공정)

자 본 비

생산단가 (달러/kg)
비 고

(백만달러)

한 국

미 국

426

1.36

1.12

890

1.10

0.95

2467

1)

1.61

1.63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가스화)

60.5

2.35

2.28

전기분해

0.57

5.41

4.14

풍 력
(풍력에 의한 전기분해)

0.89

4.08

2.86

태 양 광
(태양광전지에 의한 전기분해)

1.43

6.03

6.18

oxygen byproduct
톤당 10달러로 판매

3129.5km

2

(1200톤/day)

337km2
(1200톤/day)

64km2

(1200톤/day)

* 1200톤/day 는 대규모 수소 생산을 의미함.
* 서울면적: 605.5km2, 제주도 면적:1848km2, 신행정수도: 71.4km2
* 1)은 Nuclear Thermal efficiency 가 60%일 때이며, Thermal efficiency 가 50%일 때는 1.9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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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그림 14는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결과 그래프이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소이용단가는 수소생산단가에 수송비와 분배비를 합친 것이다. 수송비는 파이프라인
이나 cryogenic 트럭에 의한 station까지의 수송비용을 의미하며, 보급비는 station에서의
저장과 자동차로의 충전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한 국)
14

미래기술 (2020년 이후)
수소이용 단가(달러/ k g )

12
10
8
6
4

3.31

a

2.18
1.80

2.06

2

2.34
2.31

a

a

4.18
3.75

5.41

a

6.96

1

6.03

2
*

4.57
†
4.08

0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바이오매스

전기분해

풍력

태양광

에너지원

1. a는 원료가격 100%증가시의 수소이용단가
2. 단, 풍력의 경우 *는 이용률이 20%, †는 이용률이 28%일 때의 수소이용단가
3. 태양광의 경우 1 은 이용률 12%의 경우, 2 는 20%일때의 수소생산단가
그림 14a.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한국)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
(미국)
14

수 소이용단 가(달러/ k g )

12
10
8
6.18
6
3.68

4
2

1.82

1.65

천연가스

석탄

4.13
2.86

2.33

0
원자력

바이오매스

전기분해

풍력

에너지원

그림 14b. 에너지원별 수소이용단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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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원별 수송비와 보급비는 수소 생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NAS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
용하였다.
- 대규모(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 Distribution: 0.31 달러/kgH2
• Dispensing: 0.39 달러/kgH2
-중규모(바이오매스)
• Distribution: 1.1 달러/kgH2
• Dispensing: 0.3 달러/kgH2
- 소규모(송전망 전기, 풍력, 태양광): 비용 없음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소생산단가에 초점을 두었으
므로 NAS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14a이다. 그림 14의 결과는 수소생산
단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에 의한 수소이용단가가 다소 높으나 이는 천연
가스와 석탄에 대해 2004년도 원료값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와 중규모에서 수송비와 보급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파이프 라인이나
cryogenic truck을 이용한 각 local filling station으로의 수송비용 및 저장 비용이 소요되
기 때문이며, 특히 중규모의 경우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cryogenic 트럭 등의
특수차량이용 및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소요가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filling
station에서의 onsite 수소 생산이므로 별도의 수송 및 보급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6 원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소 생산 경제성
표 12와 그림 15는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단가의 추세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원유
도입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단가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
으로 원유가격과 천연가스가격이 100% 상관된다는 가정하에 원유가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
단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16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원유가격에 따른
차이가 적으므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석탄 역시 원유가가 상승하면 해운 운반비 등의
증가로 유연탄 도입 단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림 15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천연

가스의 경우 탄소세를 포함했을 때, 미포함시보다 평균적으로 약 0.1달러 정도 높게 나타내
며, 원유가격 51.85$/bbl(Dubai, 2005년 6월30일) 경우 이미,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이
천연가스(증기개질)에 의한 방법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SK의 수소생산단가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SK의 수소
생산방식은 납사를 원료로 한 증기개질 방식이다. SK 생산설비의 수소 생산규모는 200 톤
/day이며 자본비는 54 만달러이다. SK 생산단가 역시 원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2002년에
서 2004년까지 2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SK 수소생산단가는 2004년도에 이미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단가와 유사해졌다. 2005년도에 급등한 원유가를 반영한 다면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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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 역시 원자력에 의한 수소생산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다.
표 12.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단가[SK 기술원, 2005]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LNG($/Ton)
209.95
184.19
184.53
173.33
155.87
159.21
196.66
197.78
146.79
165.34
259.64
250.68
235.83
261.50
294.30

원유($/B)
20.95
19.42
18.55
16.59
15.55
17.32
20.11
20.34
13.72
16.91
28.22
24.87
24.24
28.73
36.15

그림 15.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단가의 상관관계[SK 기술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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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수소 생산 경제성 분석

생산가격(원/k g)

6100
바이오매스
풍력

5100

태양광

4100
3100
2100
천 연 가 스 (탄 소 세 무 시 )
천 연 가 스 (탄 소 세 포 함 )
원자력
석 탄 (2 0 0 4 년 )
석 탄 (2 0 0 5 년 5 월 )

S K 생 산 단 가 (2004)

Cu rre n t O il P ric e
S K 생 산 단 가 (2002)

20

30

40

50

60

원 유 가 ($ /B a r r e l )

그림 16.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수소생산단가 분석
* SK 수소 생산 방식 : 납사 방식 (Capacity 200Ton/d, 탄소세 톤당 50달러)
* 천연가스 탄소세: 톤당 50달러
* Current Oil Price: $ 51.85/bbl(Dubai, 2005.6.30, 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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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원별 환경적 효과
서론에 밝혔듯이 수소 생산 방식 결정에 있어 경제성 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사회가 발전
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미래의 수소 생산 방식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소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들에 대한 환경
적 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현재 지구의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
문제가 화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
석연료의 과다사용이 주원인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이산화탄
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에 동의,
내년 초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으로써 선진공업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
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이
러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화석연료의 종언을 예고하고, 재해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 에
너지 효율 전쟁 또는 기술 전쟁의 시작을 시사한다[김정인,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아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 가스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이다. 특
히 많은 부분의 화석연료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석탄발전비중=38%, 천연가스 발
전비중=17%, 석유발전비중=5% 등 [산자부, 2005]), 발전소에서만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
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제 필연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림 17은 발전원별 등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해당 에너지원의 채광에
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탄은 원자력보
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
화의 주원인이라 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원자력은 미래 재생 에너
지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ones[2004]는 지구온난화 잠재성(GWP), 산성비 효과, europhication 효과, 그리고 겨
울철 스모그 효과에 대하여 태양광(Photovoltaic, PV),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그
리고 천연가스 등 각 에너지원별로 분석 비교하였다. 그림 18~그림 22는 Koroneos의 분
석 결과이다. 먼저 그림 18은 수소에너지 생산수단별 지구온난화 효과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지구온난화 잠재성의 경우 GWP가 CO2, CH4, N2O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고
려할 때, 천연가스로부터의 GWP가 가장 커서 CO2 환산 배출의 경우 약 0.09kg/MJ, 태양
광이 약 0.04kg/MJ 이며, 가장 적은 것은 원자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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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발전원별 등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소에너지 생산 수단별 지구온난화 효과 비교
[단위: CO 2 eq Kg/MJ]
0.09
0.08
0.07
0.06
0.05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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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수소에너지 생산 수단별 지구온난화 효과 비교

그림 19는 수소에너지 생산 수단별 산성비 효과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산성비의 주
요 성분은 황산과 질소이다. 산성비 효과를 보면, molH+로 측정되거나 SOx의 kg으로 측정
되는데 SO2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x 환산으로 할 경우 태양광으
로부터의 수소생산이 0.003kg/MJ로 가장 영향을 주고, 다음이 바이오매스이며 가장 적은
것은 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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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 너지 생 산 수 단 별 산 성 비 효 과 [단위 : S O 4 e q Kg/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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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수소에너지 생산 수단별 산성비 효과

그림

20은

수소

생산으로

인한

인산염(PO4)

배출

환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utrophication 효과는 생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대기로 방출되는 것만
고려했다. PO4 환산으로 할 경우 바이오매스 연소시 많은 NOx가 방출되므로 바이오매스가
가장

많고, 풍력이

가장

적다.

그림

21은

수소

생산으로

인한

고체입자물질(Solid

Particulate Matter, SPM) 배출 환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겨울 스모그를 측정하기 위해
겨울 스모그 효과(Winter Smog Potential)가 당량 기준으로 다른 화학 배출물(dust, SO2)
을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 때 SPM이 당량 화학 성분으로 사용 되었다. 즉, 이 SPM
을 근거로 결과를 작성하였는데 태양광으로부터의 수소 생산이 0.0002kg/MJ 로 가장 높고,
다음이 천연가스이며, 풍력이 가장 낮다. 태양광에서 SPM 방출이 가장 높은 이유는 광전기
소자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때문이다.
그림 18 ~ 그림 21까지의 Korones 연구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은 풍력이며, 환경효과가 나쁜 것은 천연가스와 태양광으로부터의 수소 생산이다. 천연가
스로부터의 수소생산 방법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태양광에 의
한 수소 생산이 친환경적이 못하다는 결과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양광은 대형 반도체인 광전기소자를 이용하므로 광전기소자를 생산하는 단계에
서 많은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Alsem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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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으로 인한 P O 4 배출 환산량[단위: P O 4 e q Kg/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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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수소 생산으로 인한 인산염(PO4) 배출 환산량

수 소 생 산으 로 인 한 S P M 배 출 환산 량 [단 위: S P M eq Kg/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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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소생산으로 인한 SPM 배출 환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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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제 서론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장 경제
적인 수소 생산 방식은 석탄의 가스화이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2004년도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이다. 공교롭게
도 2005년도에는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2배 내외로 급등했다. 2005년도 최근
원료값으로 재평가하면 천연가스는 이미 원자력 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석탄의 경우도 최근 치솟는 유연탄 가격으로 볼 때 미래의 경제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결국
석탄의 경제성도 시간문제이며 멀지 않아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오매스,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
히 태양광이 경제성 면에서 매우 취약했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04년도 원료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에너지원별 수소 1kg당 생산 단가는 천연가스
1.36 달러, 석탄 1.10 달러, 원자력 1.61달러, 바이오매스 2.35 달러, 송전망 전기 5.41
달러, 풍력 4.08 달러, 태양광 6.03 달러이다.
○ 위의 생산단가에 수송 및 보급 비용을 포함한 수소이용단가는 수소 1kg 당 천연가스
2.06 달러, 석탄 1.80 달러, 원자력 2.31 달러, 바이오매스 3.75 달러, 송전망 전기
5.41 달러, 풍력 4.08 달러, 태양광 6.03 달러로 각각 평가되었다.
○ 석탄은 수소생산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석탄 원료 값에 대한 의존도도 천연가스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연탄 가격이 1년도 못되어 2배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
이므로 향후 유연탄 수급가격이 석탄 가스화에 의한 수소생산 방식의 경제성을 결정할
것이다. 석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다른 위협적인 요소는 탄소세이다. 즉 석탄의 경
우 동일한 수소 생산량을 위해 천연가스 보다 약 1.8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단점이 있다.
○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단가 중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유가와 100% 상관
된다는 가정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 50달러 이상에서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는 2004년도에 평균 36달러이던 국제유가가 2005년도 들어 60달러를 넘나드는 가격
동향으로 볼 때 향후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더욱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원자력의 경우 자본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연간 39 만톤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자본비
는 석탄보다 2.8배, 천연가스 보다 5.8배 높았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capital charge를 낮추는 것이 경제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열효율도 수소생산단가와 직결된다. 수소 생산 열효율이 60%에서 50%로 떨어지면
수소 1kg 당 생산단가는 1.95 달러로 0.34 달러만큼이나 올라간다. 따라서 원자력을 이
용한 수소 생산이 경제성 면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높은 수소 생산 열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 송전망 전기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의 경우 자본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 구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보다도 수소생산단가가
높게 나타났다. 즉 송전망 전기를 이용한 수소생산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값싼 전기를 생

- xl -

산 • 이용해야만 한다.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술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소생산단가가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및 풍력의 경제성은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바이오매스는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으나 중규모
생산으로 인해 다른 재생에너지원들과는 달리 수송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수소 생산 방식 결정에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
라의 경우 소요부지 문제도 피할 수 없으므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들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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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수소생산단가 분석에 사용한 Spreadsheet Data

표 A.1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입력자료
Central Hydrogen Plant Summary of Input
Inputs

are the key input variables you must choose, current inputs are just an
example

Boxed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1,200,000

kg/d H2
design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of design

65

mpg

12000

mile/yr

150,000

mile/yr

497,400,000
scf/d H2

CS range 500,000 to 2,500,000 kg/d

32,850,000 kg/month actual or

394,200,000 kg/yr actual

Use in vehicle
FCV gasoline eqiuv mileage
FCV miles per year
Typical
station

gasoline

sales/month

per

28 km/liter

432 kg/d
average

185 kg/yr H2 for each FCV or 2,135,250 FCV
100,000-250,000 gallons/month is typical or 4,932 gal/d

Hydrogen as % of gasoline at each station

75,000 kg/ H2/month per stations or 2,466 kg/d/station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for SMR + 10% more for gasification

Engineering,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go down as many units are built

7%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Working Capital, Land & Misc.
Site specific factor
Product Cost Buildup Inputs
Non-fuel Variable O&M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Fuels

$4.50

/MM Btu HHV

$2.50-4.50/MM Btu typical industrial rate commercial rate

$0.0045

/kWh

Natural Gas
Electricity
Electricity generation eff

50%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Biomass production costs

$500

biomass yield
coal

10
$1.22

$0.04-0.05/kWh typical industrial rate
50% 65% future: incremental efficiency of new plants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 2/kWe

/ha/yr gross revenues $400-600/ha/yr typical in U.S. lower in developing nations or wastes
tonne/ha/yr bone dry

8-12 ton/hr/yr typical if farmed, 3-5 ton/hr/yr if forestaion or
wastes

/million Btu dry HHV $0.75-1.25/million Btu coal utility delivered

Carbon tax

$50

/tonne C

Carbon price for Carbon Vented

$50

$/tonne C

CO2 disposal cost

$10

/tonne CO2

Fixed Operating Cost

5.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Capital Charges

15.9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From plant gate at high pressure to injection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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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중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입력자료
Midsize Hydrogen Plant Summary of Inputs and Outputs

Inputs

Boxed

are the key input variables you must choose, current inputs are just an example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24,000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kg/d H2 design

9,948,000 scf/d H2 size range of 10,000 to 100,000 kg/d

of design

657,000kg/month actual or

Distribution distance to forecourt
FCV gasoline eqiuv mileage
FCV miles per year
Typical gasoline sales/month per
station

7,884,000 kg/yr actual

17 miles average distance 25-200 miles is typical
65

mpg

28 km/liter

12000

mile/yr

185 kg/yr H2 for each FCV or 42,705 FCV

150,000

mile/yr

100,000-250,000 gallons/month is typical or 4,932 gal/d

Hydrogen as % of gasoline at each station

75,000 kg/ H2/month per stations or 2,466 kg/d/station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for SMR + 10% more for gasification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go down as many units are built

Working Capital, Land & Misc.

7%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Non-fuel Variable O&M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Fuels

$4.50

/MM Btu HHV

$2.50-4.50/MM Btu typical industrial rate commercial rate

/kWh

$0.04-0.05/kWh typical industrial rate

Site specific factor
Product Cost Buildup Inputs

Natural Gas
Electricity
Electricity generation eff
Electricity CO2 emissions
Biomass production costs
biomass yield
coal

$0.0045
50%
0.32

incremental grid efficiency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 2/kWe

$500

/ha/yr gross revenues

10

tonne/ha/yr bone dry

$1.22

/million Btu dry HHV

$400-600/ha/yr typical in U.S. lower in developing nations or
wastes
8-12 ton/hr/yr typical if farmed, 3-5 ton/hr/yr if forestaion or
wastes
$0.75-1.25/million Btu coal utility delivered

Carbon tax

$50

/tonne C

Carbon price for Carbon Vented

$50

$/tonne C

CO2 disposal cost

$10

/tonne CO2

From plant gate at high pressure to injection

Fixed Operating Cost

5.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Capital Charges

15.9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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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소규모 수소 생산시스템 입력자료
Distributed Plant, ONSITE Hydrogen Summary of Input
Inputs

Boxed

are the key input variables that can change for specific situations

Key Variables Inputs

Notes

Hydrogen Production Inputs

1kgH2 is the same energy content as 1 gallon of gasoline

Design hydrogen production

480

kg/d H2
design

198,960 scf/d H2 100 to 10,000 kg/d range for forecourt

Annual average load factor

90%

of design

13,140 kg/month actual or

157,680 kg/yr actual

High pressure H2 storage

3

hr at peak surge rate "plug & play" 24 hr process unit replacement for high availability

FCV gasoline eqiuv mileage

65

mpg

28 km/liter

mile/yr

185 kg/yr H2 for each FCV

FCV miles per year

12000

432 kg/d average

Capital Cost Buildup Inputs from process unit costs

All major utilities included as process units

General Facilities

20%

of process units

20-40% typical, should be low for small "plug & play" units

Engineering,Permitting & Startup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assume low eng. Of multiple standard designs

Contingencies

10%

of process units

10-20% typical, should be low after the first few

Working Capital, Land & Misc.

5%

of process units

5-10% typical, high land costs for urban onsite

110%

of US gulf Coast

90-130% typical; sales tax, labor rates & weather issues

Site specific factor
Product Cost Buildup Inputs
Road tax or (subsidy)

-

/gal gasoline equivalent may need subsidy like EtOH to get it going

Gas Station mark-up

-

/gal gasoline equivalent

Non-fuel Variable O&M

may be needed if H2 sales drops total station revenues

1.00%

/yr of capital

0.5-1.5% is typical

Natural Gas

$0.65

/MM Btu HHV

$4-7/MM Btu typical commercial rate

Electricity

$0.07

/kWh

$0.06-0.09/kWh typical commercial rate

Electricity generation eff

50%

Fuels

Incremental future efficiency, current average grid is only 30%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Electricity CO2 emissions

0.32

kg/hr
CO2/kWe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 2/kWe

$50

/tonne

include C from power $ 27.27 / tonne CO 2 equivalent

2.00%

/yr of capital

4-7% typical for refiners: labor, overhead, insurance, taxes, G&A

14.00%

/yr of capital

20-25%/yr CC typical for refiners & 14-20%/yr CC for utilities

Carbon tax
Fixed Operating Cost
Capital Charges

Based on NGCC, coal and current grid at 0.75kg/hr CO 2/kWe

20% /yrCC is about 12% IRR DCF on 100% equity where as
15%/yr CC is about 12% IRR DCF on 50% equity & debt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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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천연가스 증기개질법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CS size Hydrogen via Steam Reforming of Nature Gas
Plus CO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 시간당 수소
50톤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 39만톤

C02방출량

512620

톤

연간51만톤

일반전기에서
CO2방출

0.32
kg/kWh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263(C5)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일반설비

1.30

21100.16

백만불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Engineering
인허가 및 시운전
Permitting & Startup
예비비
Contingencies
운전자금, 부지,
Working Capital,
기타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53

C5의 20%

26

C5의 10%

26

C5의 10%

18

C5의 7%

387(C13)

425(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연간
백만불
소요액

Variable
Operating Cost
Fixed Operating
Cost
Capital Charges
C02 탄소세
CO2 Disposal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4

0.01

Natural gas

373

0.95

Electricity

31.31

0.08

408

1.04

21

0.05

68
7
31

0.17
0.02
0.08

528

1.34

53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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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의 1%
톤당
294.3달러기준
kwhr당 60.23원

15.9%
톤당50불
톤당10불

표 A.5 석탄 가스화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CS size Hydrogen via Caol Gasification Plus CO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 시간당 수소 50톤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 39만톤

CO2방출량

872100

톤

연간87만톤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515(C5)

백만불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일반설비
인허가 및 시운전
예비비
운전자금, 부지, 기타

2.21

CO2 Compressor 포함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155

C5의 30%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52

C5의 10%

Contingencies

52

C5의 10%

36

C5의 7%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809(C13)

889(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Non-fuel Variable O & M
Coal
Electricity
Variable Operating
Cost
Fixed Operating
Cost
Capital Charges
CO2 탄소세
CO2 Disposal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9

0.02

175

0.44

41.83

0.11

226

0.57

44

0.11

141
12
58

0.36
0.03
0.15

470

1.1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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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의 1%
톤당
54달러기준
kWhr당
60.23원

15.90%
톤당50불
톤당10불

표 A.6 원자력이용 열화학물분해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CS size Hydrogen via Nuclear Thermal Splitting
of Water with Future Optimism
CS 규모 Plant
(수소1200톤/d)
: 시간당 수소
50톤
600 MWth
원자로개수
5.5

연간수소생산량

394200

톤

연간산소생산량

3153600

톤

연간생산에너지
(MW-hr)
수소생산소요 총에너지
(MW-hr)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4730400

연간 39만톤

수소1톤 소요에너지

39.4
MW-hr

25885800

1674(C5)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Contingencies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167

C5의 10%

167

C5의 10%

117

C5의 7%

117

C5의 7%

2243(C13)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2467 (C15)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소요액

백만불

kg 수소당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25

0.06

Oxygen byproduct

-32

-0.08

Nuclear Fuel

101

0.26

Decommission fund

25

0.06

119

0.30

123

0.31

Capital Charges

392

1.00

총수소생산단가

635

1.61

Variable
Operating Cost
Fixed Operat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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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의 1%
톤당 10불
판매
MWhr당
4.61불

15.9%

표 A.7 바이오매스 가스화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Mid-size Hydrogen via Biomass Gasification Plus CO 2 Capture with Future Optimism
Mid-Size 규모 Plant
(수소24톤/d)
: 시간당 수소 1톤

연간수소생산량

7884

톤

CO2방출량

-122774

톤

연간 7천9백톤
-15.57
1517.44
17090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35.1(C5)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백만불

일반설비

General Facilities

10.5

인허가 및 시운전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3.5

예비비

Contingencies

3.5

운전자금,부지, 기타

백만불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2.5

C5의
30%
C5의
10%
C5의
10%
C5의
7%

55.1(C13)

60.6(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kg수소당
백만불
소요액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6

0.08

C15의
1%

Delivered
biomass(286톤/d)

3.3

0.42

톤당
35.58불

Electricity

2.25

0.29

kWhr당
60.23원

Variable Operating Cost

6.2

0.79

Fixed Operating Cost

3.0

0.38

Capital Charges
CO2 탄소세

9.6
(1.7)

1.22
-0.21

15.9%
톤당50불

CO2 Disposal

1.3

0.17

톤당10불

총수소생산단가(탄소세무시)

20.2

2.56

총수소생산단가(탄소세포함)

18.5

2.3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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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8 송전망 전기이용 전기분해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Electrolysis of Water with Future Optimism
Distri-Size 규모 Plant
(수소480kg/d)

연간수소생산량

157.68

톤

CO2방출량

2387

톤

산소Byproduct

1261.44

톤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0.36(C5)

백만불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일반설비
인허가 및 시운전
예비비
운전자금, 부지, 기타

연간 7천9백톤
15.14
302.72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Contingencies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0.07

C5의 20%

0.04

C5의 10%

0.04

C5의 10%

0.02

C5의 5%

0.52(C13)

0.57(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kg 수소당
백만불
소요액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006
0.04
산소부산물

0.000

0.00

Electricity

0.722

4.58

C15의 1%
kWhr당
96.85원
(가정용전기
요금)

Variable Operating Cost

0.728

4.62

Fixed Operating Cost

0.011

0.07

Capital Charges

0.080

0.51

14.00%

CO2 탄소세

0.033

0.21

톤당50불

CO2 Disposal

0.000

0.00

톤당10불

5.20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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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5.20

0.852

5.41

2%

표 A.9 풍력이용 전기분해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Wind-Turbine-Based
Electrolysis with Future Optimism
Distributed규모 Plant
이용률
연간수소생산량
122.64
톤
(수소1.2톤/d)
28%(영덕)
: 시간당 수소 50kg
CS규모소
소요부지기준
소요부지
0.105
km2
요부지
2
:0.062 km , 1MW,
258
평/톤
20%
플랜트의 총 Process
0.56(C5)
백만불
Units 가격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일반설비
인허가 및 시운전
예비비
운전자금, 부지, 기타

28%

337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Contingencies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0.11

C5의 20%

0.06

C5의 10%

0.06

C5의 10%

0.03

C5의 5%

0.81(C13)

0.89(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kg 수소당
백만불
소요액
가격
Non-fuel Variable
O & M

0.009

0.07

0.0

0.00

0.348

2.84

0.357

2.91

0.018

0.15

Capital Charges

0.125

1.02

15.90%

CO2 탄소세

0.0

0.00

톤당50불

CO2 Disposal

0.0

0.00

톤당10불

(이용률 28%)

풍력Electricity생산단가

Variable Operating
Cost
Fixed Operating Cost

4.08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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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4.08

0.500

4.08

C15의 1%

표 A.10 태양광이용 전기분해의 수소생산단가 계산 sheet
Distributed size Onsite Hydrogen via PV Solar-Based
Electrolysis with Future Optimism
Distributed규모 Plant
(수소2.4톤/d)
: 시간당 수소 100kg
2
kW당 10m , 12%
이용률

연간수소생산량

175.2

톤

소요부지

0.028374

km

49

평/톤

0.9(C5)

백만불

플랜트의 총 Process
Units 가격

발전소당 자본비계산
일반설비
인허가 및 시운전
예비비
운전자금, 부지, 기타

2

이용률

20%

CS규모소
요부지

64
19

백만불
General Facilities
Engineering Permitting &
Startup
Contingencies
Working Capital, Land &
Misc.
U.S. Gulf Coast Capital
Coasts
Total Capital Costs

0.18

C5의 20%

0.09

C5의 10%

0.09

C5의 10%

0.05

C5의 5%

1.31(C13)

1.44(C15)

C13에 Site Specific
Factor 110%

수소생산단가 계산
플랜트 연간
백만불
소요액
Non-fuel Variable O & M
0.014
0.0
(이용률 20%)

Solar Electricity 생산단가

Variable Operating
Cost
Fixed Operating Cost
Capital Charges
CO2 탄소세
CO2 Disposal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무시)
총수소생산단가
(탄소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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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수소당
가격
0.08
C15의 1%
0.00

0.812

4.63

0.826

4.72

0.029
0.201
0.0
0.0

0.16
1.15
0.00
0.00
6.03

1.056

6.03

1.056

6.03

0.098달러
(미국값
그대로
이용)

14.00%
톤당50불
톤당10불

부 록 B. 수소에너지 관련 단위환산 및 열역학적 물성치

표 B.1 수소에너지 관련 단위환산
6

1 MMBtu = 10 Btu
1 MMBtu = 0.252 MMkcal = 0.293 MW-hr
SCF = Standard Cubic Feet measured at 60 °F and atmospheric pressure
3
Nm = Normal cubic meters measured at 0 °C and atmospheric pressure
3
1 Nm = 37.326 scf = 0.0898kg
3
3
1 scf / MMBtu = 0.1063 Nm / MMkcal = 0.0914 Nm / MW-hr
Btu = 1055 J
liter = 0.2642 gallons U.S.
1 million scf/day = 2.65 short tons/day
표 B.2 수소에너지 관련 열역학적 물성치
Parameter

Value

Hydrogen HHV (ΔH)
Hydrogen LHV (ΔH)
Methane gross heat of combustion

–286 kJ/mol
–242 kJ/mol
–891 kJ/mol

HHV (ΔHc)
Energy content of 1 kg hydrogen

141.9 MJ (HHV) = 39.4 kWh

of 1 N-m3 hydrogen
of 1 pound of hydrogen
of 1 gallon gasoline

120.1 MJ (LHV) = 33.3 kWh
12.7 MJ (HHV)
64.4 MJ (HHV) = 61.0 kBtu
121.3 MJ (LHV); 115,000 Btu (LHV)

주: HHV = higher heating value; LHV = lower heating value; ΔH = enthalpy; J = joule; Btu =
British thermal unit; M = million; k = thousand; mol = mole; N-m3 = normal cubic meter;
kWh = kilowatt hour. SOURCE: NIST (2003), except DOE (2003f) for gasolin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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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관심과 사회 경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 확보에 대한 기회, 소요
비용, 장애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
정을 고려하여 수소 생산이 가능한 일차에너지원에 대하여 수소 생산 경제성을 공
정한 가정과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NAS)가 적용한 방법론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상황-특
히 원료가격, 전기가격, 이용률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일차에너지원에 대한 수
소생산단가를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NAS의 분석 시나리오 중 미래기술옵션
(Possible Future Technology)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다. 미래기술옵션은 현재
의 R&D가 모두 성공했을 때를 가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석탄가스화이며 다음은 천연가스 증기개
질법으로서, 2004년도 평균 원료가격을 적용했을 때 수소생산단가는 각각 1.1
$/kgH2와 1.36 $/kgH2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미래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소생산단가의 변동이 크고, 탄소세 도입시 더 높은 생산단가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수소생산단가는
2.35～6.03 $/kgH2로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단가는 1.61 $/kgH2로 평가되었는데 원유가격이 약 50 $/barrel 이상일 경우
와 유연탄 가격이 톤당 138달러 이상에서 각각 천연가스와 석탄보다 경제적이었
다. 따라서 최근 급등하는 유연탄 및 원유가격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에 의한 수소
생산은 미래에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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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tudies on the economical aspects of hydrogen energy technolog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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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he production cost by nuclear energy is lower than that of natural gas or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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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cent rapid increase of the oil and soft
coal prices and the limited fossil resource, the nuclear-hydrogen option appears to be
the most economical wa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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