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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laratio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re made by world leaders to prevent the climate change 

crisis and global warming. While direct regulatory measures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such as 

market-based mechanisms, do exist, there may be limits to their use. Governments are now advocating 

for energy transitions, which involves replacing most of their electricity demand with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nstead of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and replacing 

non-electric energy demand with hydrogen energ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projected decline of 

fossil fuels in the current energy transition peri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edicted to replace them. Further, we review the role of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dustries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includ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and the overseas 

development of clean hydrogen energy. 

Key words : Carbon neutral, Carbon tax, Energy transit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Hydrogen

요 약 

기후변화 위기 및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 정상들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책으로 직접적인 저탄소/탈탄소 규제책인 시장 메카니즘 조정법이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약간의 시기 및 내용적인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에너

지 수요 중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부분을 전기차 수요 등을 합쳐 대폭 상향하고, 그 전력수요의 대부

분을 화석연료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 수소 및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며 비전기에너지 수요 부분

을 수소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따른 화석연료

의 감소추세 전망과 이를 대체해 나갈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탄소

중립 시대에서의 역할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해외 청정수소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기술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요어 : 탄소중립, 탄소세, 에너지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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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5년 12월 13일, 전 세계 195개국이 동의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2100

년까지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전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폭

을 2°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6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회 IPCC(Intergovern-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는 가맹국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100년까지의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지구온

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현재까지 약 1°C 상

승).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가 협심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이 담겼다.

2019년 9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65개국 정상들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10월에 2050년까

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이 있었다. 2020

년 12월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관련 모든 부문, 에너

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었고,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지속 확

충한다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상상도 

못 했던 화석에너지에 대한 사용 중지가 화두에 오르기 시

작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수소 등의 저탄소/탈탄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규제책인 탄소가격제

도의 특징과 각국의 탄소중립정책,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전 세계 화석에너지의 공급변화와 에너지전환의 타당

성에 대하여 논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전략과 대응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

지원별 발전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변화 및 이러

한 에너지전환 내에서 자원개발 업계가 사용하고 발전시키

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생

산자와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대기오염

과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재산 손실, 농

작물 피해 등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비용

을 부담하게 하여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시장 메카니즘 

조정법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64

개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에 탄소 가격이 

부과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s)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 Features of carbon pricing given by strategy types 

Types Market Features

Carbon 

Tax
Domestic Market

Strength 

･ Direct tax imposition

･ Environmentally friendly tax system under tax neutrality

･ Low monitoring and supervision costs 

Weakness

･ Difficult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tax rate internationally

･ Different tax systems between countries

･ Big burden for manufacturing-oriented countries 

Emission

Trading

System

Individual 

Market

Strength 

･ Clear management for the greenhouse gas 

･ Forming carbon prices based on market mechanisms

･ High possibility to open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market

Weakness

･ Difficulty to apply to small businesses

･ High market opening & transac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costs 

･ Volatile prices from various international factors 

Carbon Border 

Adjustment

International 

Market

Strength ･ Securing neutrality of tax distribution between countries 

Weakness
･ Incurring administrative expenses for tax adjustment at the border

･ Incurring trade conflict with developing countries 



세계 탄소중립 전략 및 기술 고찰

제59권 제1호

101

탄소가격제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Deloitte, 2021a.) 탄소

가격제도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장단점에 대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Deloitte, 2021a; Deloitte, 2021b; Meritz 

Security, 2021).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탄소저감 기술개발 

촉진 등 청정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 및 감시감독 비용이 낮다는 것이

다. 단점으로는 국가들 간의 상이한 조세체계로 국제협력 

및 적정세율 설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2019년 1톤당 평균 

세율이 2달러이나 최대 세율은 스웨덴의 137.2달러, 최소 

세율은 폴란드의 0.1달러 등으로 차이가 크다. 탄소세를 우

리나라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적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기준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 위주로 총 27개 국가에서 실행중이며, 지역 단

위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미국 하와이, 스페인 카탈로니아 

등 8개 지역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는 톤당 75달러를 제안 하였으나, 톤당 40달러 이상의 탄소

세를 적용하는 사례는 3.76%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도 불분

명하다. IMF의 제안과 유사하게 탄소세를 톤당 8만원을 가

정할 경우, 우리나라 배출량 4대기업의 탄소세 예상치는 포

스코 6.4조(영업이익의 167%), 현대제철 2.4조(영업이익

의 728%), 삼성전자 0.89조(영업이익의 3%), 쌍용C&E 

0.86조(영업이익의147%)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

다(Deloittee, 2021a).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

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배출권이 남

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

출권거래제도의 장점은 명확한 온실가스 총량관리가 가능

하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가격 형성으로 탄소가격의 형평

성 확보가 용이하고 탄소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낮으며 국

제거래시장 개설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점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어려우며, 배출권 설계가 복잡하

고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등 

시장개설 및 거래비용, 행정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국

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무상 할당량 비율, 국제 상

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할당 배출권가격의 경우 2019년 12월 23

일에 1톤당 4만 900원까지 폭등하였으나, 2021년 4월 중순

에는 1만 4,300원까지 하락하였다. 2021년 4월 기준 EU 

(EU-ETS), 뉴질랜드(NG-ETS), 스위스(CH-ETS), 한국

(K-ETS) 등 9개국에서 실행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

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의 일종이다, 장점은 국가 

간에 세수분배의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단점

은 조세 조정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제도시행이 개

발도상국에 무역 장벽이 되어 국제 무역 질서 저해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EU는 EU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탄소가격

제와 지원 정책 운영 여부 등 각국 정부의 기후 대응 수준과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 도입 등 기업의 대응 수준

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는 세율의 적정수준 결정이 어려워 탄소가격에 대

한 형펑성 확보가 어렵고,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의 할

당 방법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려우며 가격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등 배출권 설

계가 복잡하다. 탄소국경조정은 당장의 탄소배출권 가격

에 영향을 줄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나, EU외 국가들의 탄

소배출권 가격을 EU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탄소가격제도 시행만으로는 저탄소/탈탄소 

사회로 가기에는 국가간 특징에 따른 적용의 어려움 및 한

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 및 기업이 가능한 탄소배

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확대 이용될 것으로 보

인다.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현황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전 세

계의 화두가 됐다. IPCC가 제시하고 있는 마일스톤은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65년경에는 온실가스 중립

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의 유엔(UN) 제출 시한

이 2020년 말이었기에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었다.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중립

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

하여 왔다. 세계 각국이 탄소, 온실가스 중립을 선언하는 것

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Kim et al., 2021; Ministry of Environment, 

2021).

2021년 1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파리협

정에 재가입하였으며,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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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감축 목표를 두 배 강화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동수단을 전

기화하며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

다. 그 결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배출 감

축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많은 석탄과 석유의 수요는 둔화되어 글로벌 무역도 

감소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탄소 배출로 

인해 생산 비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 공급변화

IEA(2021)의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총 에너지 공

급량은 550 Exajoules로 2020년보다 7% 감소한다(Fig. 1). 

이는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의 감소로 인해 발생

하는데, 세계 인구와 경제의 현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기화, 모든 에너지 및 재료의 효율화,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축노력,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려

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서 에너지집약도는 국내총생산

(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Table 2. Summary of carbon neutral policies in relevant countries

Division Korea Europe Japan China USA

Target 2050 2050 2050 2060 2050

Key 

Policy

2050 Carbon

Neutral Plan
Green Deal

Decarbonization

plan

Zero Carbon 

China

Clean Energy

 Revolution

Main Goal

GHG reduction by

35% compared to

2018 by 2030 

(Upgraded from

the Carbon

Neutral Act 

on Aug. 8, 2021)

GHG reduction by 

50% compared to 

2019 by 2030

GHG reduction by 

85 billion tons

compared to 2019

by 2050.

By 2050, 

67% & 12% of

total energy

demand will be

electricity and

hydrogen

Zero carbon power 

generation by 2035

Main 

Promotion

･ Wind power, solar

power, ESS, big

data, and AI-based

energy efficiency

･ Hydrogen/Electric 

Vehicle, Secondary

batteries, etc

･ Reduce building

energy and recycle

･ Green hydrogen,

CCUS, White Bio,

Low Power

Semiconductor, etc 

･ Ocean wind &

tidal power

･ Autonomous

electric car, 

Secondary

batteries,

recycling/Circular

econocy, carbon

information

digitization, and

green hydrogen

･ Wind, solar,

geothermal,

nuclear, bio.

･ Hydrogen/Electric

Vehicle, Secondary

batteries, etc

･ Big data,

AI-based energy

efficiency.

･ Blue carbon

･ Wind power, solar

power, ESS.

･ Hydrogen/Electric 

Vehicle, Secondary

batteries, etc

･ Digitalization of

energy supply

･ Zero carbon

power generation

･ Green hydrogen,

Zero carbon steel

･ Wind, solar,

geothermal, nuclear,

ESS, Zero carbon

power generation,

hydrogen/electric

vehicle, EV 

charging

station, Carbide

subway bus, 

High-speed rail,

building energy 

savings, and clean 

energy 

infrastructure

Fig. 1. Total energy supply from each source for the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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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국민경제에서 에너지 다

소비 산업의 비중이 낮을수록, 동일 산업내에서도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수록 낮아진다. 

2030년 이후부터는 바이오 연료, 수소, 합성 연료와 같은 

새로운 연료의 증가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다. 그 결과, 2030년에서 2050년 NZE(Net Zero Emissions) 

사이의 에너지집약도의 감소 속도는 연간 2.7%로 둔화되

며, 인구 30억 명이 더 많은 세계 인구와 3배 이상의 세계 경

제에도 불구하고 2050년의 총 에너지 공급은 2010년 수준

에 가깝다. 2050년에 바이오 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력 전

기 및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사용의 2/3를 제

공한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도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된다.

IEA(2021)은 2020년 화석연료 소비량 460 Exajoules 대

비 2050년 120 Exajoules의 화석연료가 소비될 것으로 예

측한다. 화석연료 사용이 2050년에도 0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화석연료의 비에너지 용

도로의 사용이다. 2050년 총 화석연료 사용량의 30% 이상

(석유 사용량 70% 포함)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직접 발생하

지 않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공급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윤활제, 파라핀 왁스 및 아스팔트 등에 사

용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함께 사용되는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 사

용량의 약 50%는 CCUS를 장착한 공장에서 사용되며, 약 

3.5 G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석 연료에서 포집될 것으

로 본다. 세 번째는 다른 기술 옵션이 없는 분야에서의 사용

이다. 2050년 화석연료 사용의 나머지 20%는 배출물을 완

전히 제거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분야이다. 이는 대부분 석

유로 항공기 연료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IEA, 2021).

에너지전환 특성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로 장시간 

소요된다. 탄소연료인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

용을 늘려나가자는 것도 일반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에 불과하며 

화석연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

환은 일시적으로 시도되었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 전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와 달리 구조적 전환으로 이야기 된다

(Samsung Security, 2020). 

첫 번째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발전이 오랜 기

간에 걸쳐 기술적 성숙단계에 진입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

제까지 실현하고 있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 대비 상당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최종 사용처 중 운송 분야의 전기화 및 

수소화이다. 에너지의 최종 사용처 중에는 전기를 활용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하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운송용 에

너지 시장이다. 운송용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7%

를 차지하는 시장이며 운송용 시장에서 유류의 점유율은 

무려 94%에 달한다. 이는 운송수단 대부분이 내연 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판매가 확대되

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의 역

할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등장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장과 운송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요처의 위치보다 자연적 

입지조건에 의해 생산시설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저장과 운송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소를 이용할 수도 있

으며, ESS(Energy Storage System)로 접근할 수도 있다.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수요

처에서 수소를 이용하는 운송기관(수소차, 수소트럭, 수소

배 등)에 직접 연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다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ESS를 이용하여 

수요보다 많은 잉여 발전량을 저장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전 세계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의지이

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에너지 전환 자체를 신규 고용

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뉴딜정책)으로 접근하고 있

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할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총 104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누적 18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조 원이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을 경제활력을 회복할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 강

화, 에너지 전환 기술경쟁력 제고,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민

간 참여와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화되

는 환경 규제는 선진국 내 제조업체들과 신흥국가 내 후발 

기업들 사이에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기술적 진입 장벽을 만

들어주는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전략과 대응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생에너

지기업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기 시작했다(Table 3).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각 정부의 

탄소제로전략에 부응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주력 산

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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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 메이저는 급변하고 있다. 탄소저감 목표를 계속

적으로 강화하며, 목표달성과 함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신재생분야로의 ‘다각화전략’을 선택하고 있

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BP, Shell, Total, Eni, Repsol사

는 에너지원의 탄소강도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장기목표를 

수립했고, 이전 목표대비 탄소 강도를 현저히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반면 미국

계 메이저는 기존사업의 ‘집중전략’을 택했고, 향후 변화에 

대해서는 유럽계 메이저에 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는 않아 보인다.

Chevron, ExxonMobil과 같은 미국계 메이저는 속도는 

느리지만 신재생 에너지투자 및 탄소저감 전략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은 ExxonMobil사의 기후변

화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이유로 CEO 교체와 로비활동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에너지전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유럽

계 메이저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일부 북미 기업

들 사이에서는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로서

는 단기적 목표만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의 강도 또한 유럽 

메이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GS Caltex Mediahub, 

2022a). 

현재로서는 유럽과 미국계 메이저 중 누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 움

직임이 강해질수록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쪽은 미

국계 메이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유럽계 메이저들은 

포트폴리오 탄력성 강화를 위해 ‘석유·가스 회사’에서 신

재생 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회사’로 변신하고 있으며, 화

석연료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 에너지에서 전력 생산의 중심에 있는 것은 화석연

Table 3. Latest goals of major oil companies to reduce net carbon emissions

Company Released Goal

Total 2020.05.05

･ Achieving Net Zero in Scope 1 and 2 worldwide and Scope 1, 2, 3* in Europe by 2050.

･ 15% reduction in carbon strength by 2030 (no change), 35% reduction in 2040 (25-35% 

previously)

･ By 2050, carbon strength decrease by 60% or more

Chevron 2020.04.28

･ By 2023, greenhouse gas intensity decrease (oil by 5 to 10%, gas by 2 to 5%)

･ Flaring strength reduction by 25-30% and methane emission strength reduction by 20-25%.

･ Development of the world's largest injection of CO2 project.

Shell 2020.04.17

･ Net carbon emissions decrease by 65% in 2050 or before (50% previously), 35% decrease 

by 2035 (20% previously).

･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in upstream operations by 2050.

･ Aiming for business and sector to achieve Net Zero by 2050.

Eni 2020.02.28
･ 80% reduction in absolute emissions from Scope 1 to 3 by 2050.

･ Emission intensity decrease by 55% compared to 2018 target by 2050.

BP 2020.02.12

･ Achieving Net Zero in operating business emissions in or before 2050.

･ Achieving Net Zero CO2 emissions in BP's oil and gas production by 2050 or before.

･ 50% reduction of the carbon strength of all BP’s products by 2050.

Exxon Mobil 2020.01.28

･ 15%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 and 25% reduction of flaring by 2020.

･ Joining in the Oil/Natural Gas Climate Initiative (OGCI) to achieve Net Zero goals of 

member company.

･ 0.25% reduction of the average methane emission intensity of member companies compared 

to 2017 by 2025.

Repsol 2019.12.02
･ Achieving Net Zero by 2050.

･ 10% reduction by 2025, 20% by 2030, 40% by 2050.

Scope 1 (direct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ources owned and controlled by companies such as boilers and 

turbines. 

Scope 2 (indirect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d by electricity and steam production purchased and consumed 

by companies.

Scope 3 (other indirect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acilities that are not owned or controlled as a result of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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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태양광과 풍력이다. 세계 최

대의 독립 투자 은행이며 자산 관리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Lazard에 의하면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양광의 균등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은 90%, 육상풍력은 71% 하

락하였다. LCOE란 서로 다른 발전원간 경제성뿐 아니라 

및 사회적 비용까지 비교를 위해 단위 전력을 생산하기 위

해 필요한 비용으로, 발전설비를 운용하는 기간에 발생하

는 모든 비용에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유지비 

등의 직접 비용 이외에도 탄소배출과 폐기 등 환경비용까지 

포함하는 전력 생산비용이다. 2020년의 발전원별 LCOE를 

보면 석탄(Coal) $112/MWh, 원자력 $163/MWh, 가스 첨

두발전(Gas Peaker) $175/MWh, 가스 복합화력(Combined 

Cycle) $59/MWh로 재생에너지 발전인 태양광(Solar 

Photovoltaic) $37/MWh, 육상풍력 $40/MWh 발전이 상

대적으로 저렴함을 알 수 있다. 

IEA(2021)의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가 전력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9%에서 2030년 60%

를 거쳐 2050년 거의 90%까지 높아진다. 태양광 및 풍력발

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리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50

년 NZE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은 각각 23,000 TWh 

이상이 된다(Fig. 3). 태양광과 풍력발전 없이는 탄소중립

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2. Levelized Cost of Energy comparison (mean LCOE, $/MWh), presenting a utility-scale generation comparison of each 

energy source from 2009 to 2020 (Lazard, 2020).

Fig. 3. Global electricity generation given by energy source in the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IEA, 2021).



천영호

한국자원공학회지

106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현재 80% 이상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산업경제에서 한 순간에 탈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전

력생산을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현재의 탄소기반 화석연료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전력 생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생

산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이 석탄 화력발

전으로 인해 발생된다(ENN, 2022). 천연가스를 활용한 화

력 발전은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

출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은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을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게 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장기적

으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한

다(Kim, 2021). 유연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탄소배출

량은 각각 0.8136 ~ 0.83 kg-CO2/kwh, 0.3625 ~ 0.3711 kg- 

CO2/kwh로 같은 설비용량일 경우 천연가스 발전이 유연탄 

발전 대비 50%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참고로 석

유발전은 약 0.69 kg-CO2/kwh, 무연탄은 약 1.16 kg-CO2/ 

kwh 정도의 탄소배출량을 보인다(Cho and Park, 2018).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CCUS)은 에너지 전

환기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할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로, 화력발전, 제철, 정유 공장 등 대규모 탄소 배출 

근원지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압축 및 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저장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기술이다. CCUS가 화력발전소

에 결합되면, 기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친환

경 발전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CCUS기술은 포집, 운송, 활용 또는 저장으로 크게 3단계

로 구분된다. 

∙ 포집: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

장, 정유공장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 공정시설에서 생산

된 다양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 운송: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파이프라인, 트럭, 

선박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저장에 적합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기술이다.

∙ 활용 또는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처리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한 뒤, 석유증산을 위해 지하에 주입하거

나, 지중에 저장 또는 비료·용제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메탄, 메탄올,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의 연료와 플라스틱, 섬유, 함성고무 등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CCUS 중 활용기술은 약 1%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어 

CCUS를 CCS라고도 부른다. CCS는 자원개발업계가 사

용하고 있는 기술로 기존의 석유, 가스 생산설비 및 시추공

을 주입설비 및 주입정으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를 심부지

층 내 석유, 천연가스가 있던 공간 또는 대수층에 영구적으

로 격리할 수 있다. 수십년 전부터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CCS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

트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석유생산을 증진하기 때

문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EOR(Enhanced Oil Recovery)

이라 부르며,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격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유 증산으로 인해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CCS가 가능한 지층은 고갈된 유가스전, 대수층 등이 있으

며, 특히 고갈 유가스전은 이미 다수의 시추공과 설비들이 

존재하고 있어 CCS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CCUS의 역할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8월 탄소중립 

초안에서 제시된 3개의 시나리오 안을 검토하여 조정한 뒤

에 2개 안을 최종안으로 심의･의결하고 2021년 10월 Table 4

와 같이 최종안 A, B를 발표하였다(Korean ministries, 2021).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던 초안과

는 다르게 최종안 두 가지는 모두 2050년에 국내 순 배출량

을 0(Zero)으로 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석탄화력 발전은 두 대안 모두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A안은 가스 복합화력까지 포함하여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며, B안은 일부 천연가스 발전

소를 운영하면서 CCU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설

계되었다. 2050 탄소중립 최종 A안의 CCUS를 통한 이산

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5,510만 톤 CO2 eq.이며, B안의 감축

량은 8,460만 톤 CO2 eq.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GS Caltex Mediahub, 

2022c).

또한, 탄소 포집후 지중저장을 위해 국내외 해양 지층 등

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 톤을 처리하며, 광물 탄산화, 화학

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 활용부분에서 최대 25.2백만 톤

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CCUS 기술 상용

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과 대규모 CCS 사

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Korean ministries, 2021). 

여기서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

개발 추진”은 CCUS 경제성 확보 시점까지 민·관 합동 투

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및 CCUS 감축량 산

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S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의미하며, “대규모 CCS 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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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는 국내 저장 사업 입지 선정 시 주

민 참여 확대, 사업자-중앙·지방정부-지역주민간 소통 방

안 마련 등 수용성 제고 및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의 협력에 기반한 경제성과 실현 가

능성을 고려한 국외 저장소 발굴 등을 의미한다.

국내외 CCUS 실증 사업 현황

이산화탄소를 석유증산에 이용하는 EOR 형태로 운영하

는 방식은 이미 1972년부터 미국에서 활용되었다. 최근 주

목받고 있는 배출 저감을 위해 지하 지층에 저장하여 대기

와 격리하는 방식의 지중저장 방식도 1996년 노르웨이의 

Sleipner 해상 가스전에서 최초로 상업 운영을 시작 하였으

며, 현재 운영 중인 순수 지중저장 프로젝트도 6개에 이른

다(Gasnews, 2021).

2020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상업운영 중인 CCS 프로젝

트는 26개로 총 이산화탄소 처리용량은 연 4천만 톤에 이르

며, 개발을 준비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약 37개에 달하며 해

당 프로젝트들이 상업운영 될 경우 연간 약 7500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추가로 제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 추진되고 있다. 2020

년말 기준으로 북미에서는 18개의 CCS 프로젝트가 상업 

운영 중으로 연간 약 2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중이

며, 유럽은 노르웨이 2개 지역(Snøhvit, Sleipner)에서 지중

저장 프로젝트를 상업운영 중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

지 북미지역에는 19개 프로젝트가 추가 개발 예정으로 처

리될 이산화탄소만 연간 약 4천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와 영국, 아일랜드 등을 포함

하여 총 11개의 프로젝트 개발 예정이며 향후 상업운영시 연

간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계획이다(Gasnews, 

2021).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4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핵

심기술인 CCUS 기술 개발과 상용 확산에 힘을 모으기 위

해 “K-CCUS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석탄발전 포집설비, 

해상지중 주입, 탄산칼륨제조등 포집, 저장, 활용분야에서 

CCUS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으나 긴밀한 

민간협력을 통해 상용화 및 CCUS 신산업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이미 실증 단계에 와 

있다. 보령화력의 탄소포집 실증플랜트에서는 하루 18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90% 제거)을 완료하였고, 하

동화력의 10MW급 탄소포집 실증플랜트에서도 하루 150

톤 정도의 실증을 수행하였다. CCS의 경우는 동해가스전

Table 4.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s for each sector (unit: million ton, CO2 equivalent)

Sector ’18
Final

Plan A Plan B

Net Emissions 686.3 0 0

Emission

Transition 269.6 01) 20.72)

Industrial 260.5 51.1 51.1

Building 52.1 6.2 6.2

Road 98.1 2.83) 9.24)

Agricultural, livestock, marine 24.7 15.4 15.4

Waste 17.1 4.4 4.4

Hydrogen - 05) 96)

Omission 5.6 0.5 1.3

Absorption and 

removal

Absorbing source -41.3 -25.3 -25.3

CCUS - -55.1 -84.6

Direct Air Capture - - -7.47)

1) (Plan A) Complete shutdown of thermal power plant.

2) (Plan B) Assumption of some of the remaining liquefied natural gas (LNG).

3) (Plan A) Transition to Electric/Hydrogen Vehicle.

4) (Plan B) Assume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e-fuel, etc.)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5) (Plan A) All domestic hydrogen produced is supplied as water electrolysis hydrogen.

6) (Plan B) Supply of some domestic hydrogen to by-products and extraction hydrogen.

7) Assume that captured carbon is used as an alternative fuel f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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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25년부터 연간 40만 톤씩 총 1,200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지중 저장하고 서해 군산분지 대염수층에도 대

규모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다부처 실증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내 해상에 분포하는 저장소의 경우 2.5단계의 저장용

량을 기준으로 할 때, 보수적인 기준으로 동해 서남부 대륙

붕의 약 1억 톤과 서해 군산 분지의 약 2억 톤 규모로 평가되

며, 적극적인 기준으로는 동해 서남부 대륙붕 약 2억 톤, 서

해 군산 분지의 약 4억 톤을 합하여 총 6억 톤 규모로 평가된

다고 한다(GS Caltex Mediahub, 2022b). 여기서 2.5 단계

란 외해역의 경우 석유 가스 탐사를 위한 시추공 자료를 통

해 지층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제한적이

지만 시추공 자료를 활용하여 지층의 특성을 반영한 저장

용량 평가를 말한다. 국내 육상에 분포하는 저장소의 경우

는 소규모 저장소일 것으로 예측되어 저장용량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탄성파탐사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2단계 

기준 국내 해양 저장소의 저장용량은 단순 취합으로 100억 

톤을 상회한다(GS Caltex Mediahub, 2022b).

이 수치는 구체적인 CCS 추진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활용되기 어려운 평가용량으로 시추등 실증사

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저장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

나 2017년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시험 주입한 후 8개월만

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주민들의 CCS 사업에 대한 거부

감 등이 발생하여 포항 영일만 CCS 실증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Yeongnam Economic, 

2022). 이후 육상 연안으로부터 최소 60km 이상 떨어진 곳

을 대상으로 CCS대상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실증사업

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ng-A Science, 2020). 

CCS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역할인 만큼 CCS사업의 

실증에 대한 안전 및 사업실행에 대한 역량을 조속히 확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탄소중립에서 수소의 역할과 종류

수소에너지는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이 물만 배출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탈탄소화의 궁극

적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탄소제로로 가기위한 에너지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에너지 수요중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부분을 전기차 수요 등을 합쳐 대폭 상향하고, 그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 수소 및 원자력 발전으

로 대체하며 비 전기에너지 수요 부분을 수소로 대체하겠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Kim and Cheon, 2021). 에너지 전

환에서 수소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재

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잉여전력 저장수단이며, 두 번째

는 철강공정에서의 수소를 이용한 수소환원제철법 등 산업

부문 제조공정 탈탄소 수단이며 세 번째는 고에너지 밀도

기반 항공기 등 수송산업의 연료로서의 역할이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 수소, 석탄이나 

천연가스의 메탄에서 추출하는 추출 수소, 물의 전기분해

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수전해 수소(또는 그린수소) 등으로 

구분하며, 이산화탄소 처리법에 따라 추출수소는 다시 그

레이수소와 블루수소로 나뉘다(Table 5). 블루수소는 그레

이수소 생산시설에 CCS 설비를 추가하여 생산된 수소로 

저탄소 수소라고도 불린다. 수전해 수소 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수

소를 그린수소라고 한다. 그린수소는 이산화탄소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수소 생

산가격이 kg당 6달러 정도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톤당 2.6달러로 생산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Kogas, 2020).

세계 수소 생산량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

하는 추출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그레이 수

Table 5. Types and features of hydrogen energy

Type Features

Extracted

hydrogen

Grey H2

･ Produced after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water vapor is applied to natural gas 

(methane is separated into hydrogen and carbon dioxide) 

･ Releasing nitrogen oxides and carbon dioxide.

･ Cheap at $1.5-2 per kilogram.

Blue H2

･ Same production method with gray hydrogen

･ Generated CO2 to be separated and stored in the ground. (it costs 10-15% more than Grey 

hydrogen)

･ Current Price is around $2.1 per kg, expected to fall to $1.8 by 2030.

Water electrolysis H2

･ Produced by water electrolysis using generated power

･ production price is $6 per kilogram, expected to fall to $2.6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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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6%, 석탄의 2% 정도가 수

소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전 세계 수소 사용은 2020년 9천만 톤 미만에서 2030년 2

억 톤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탄소 수소 비중은 2020년 10%

에서 2030년 70%로 높아진다(IEA, 2021). 2030년 전 세계

적으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의 약 절반은 전기분해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CCUS를 사용하는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나온다고 예상한다. 또한 수소는 가스 네트워크에서 천연

가스와 혼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의 수소사용량 5억 

3천만 톤의 약 20%인 1.02억 톤이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된

다(Fig. 4). 이는 전 세계 전체 발전량의 2% 정도에 불과하

지만 수소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수소 수요의 중요한 원동

력이 될 것이다. 수소 소비의 중요한 곳은 운송으로 2050년

에 트럭 연료 사용량의 약 1/3을 제공하며 2050년까지 수소

연료 기반 연료는 전 세계 운송에서 총 연료 소비량의 60%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연소 후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시장은 2050년 2조5000억 달

러 규모로 성장해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한 바 있다(Hydrogen Council, 2017). 이를 대비하

기 위해 미국, 영국, EU 국가들(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일본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다.

해외 수소생산 현황

글로벌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ig. 5와 같이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

Fig. 4. Global hydrogen and hydrogen-based fuel use in the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IEA, 2021).

Fig. 5. Combined scenario for the use of different types of decarbonized hydrogen (including grey, green, and blue; Hydrogen 

Counc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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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그레이수소는 약 20년 후인 2040년 정도까지 

해체되거나 블루수소 또는 그린수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한다(Hydrogen Council, 2021). 그레이 수소의 단계적 폐

기는 국가별 환경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진다. 그레이수소

의 폐기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격에 대하여 

톤당 50~100달러의 세금부과와 인센티브가 결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루수소는 여러 지역에서 그린수소 대

비 경쟁력이 높아 향후 10~15년 동안 구축되는 수소생산은 

대부분 블루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루수소는 천연가

스 생산국들 중심으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을 늘

려 2050년에는 수소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며, 그린수소

는 약 2025년부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수소 생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린수소와 블루수

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두 공급 경로를 모두 구축하면 천연

가스와 재생에너지 등 가장 매력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비

용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자원을 결합하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 비용을 절

감하고 전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CCS를 탑재한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상업적인 규모로 운영해 왔으며, 최대 시설은 미국

의 North Dakota에서 운영중인 Great Plains Synfuel 시설

로 석탄으로부터 석탄가스를 생산하고 하루에 최대 1,300 

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합성천연가스로 판매하는 시설이다

(Global CCS Institute, 2021). 블루수소 생산시설 현황으

로 아직까지는 사용처가 비료생산 및 합성연료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6).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하는 전해조는 

2020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필드에서 생

산을 시작했다. 또한 훨씬 더 큰 규모의 재생 수소 생산 시설

이 태양과 풍력 자원이 뛰어난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Table 6. Hydrogen production from fossil fuels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Global CCS Institute, 2021)

Facility Production Capacity Production Process H2 Use
Production 

Commencement

Enid Fertilizer 
200 t/d 

(in Syngas)

Methane

reformation 
Fertilizer production 1982

Great Plains Synfuel 
1,300 t/d 

(in Syngas)
Coal gasification 

Synthetic natural gas

production
2000

Air Products 500 t/d 
Methane

reformation
Petroleum refining 2013

Coffeyville 200 t/d 
Petroleum coke

gasification
Fertilizer production 2013

Quest 900 t/d 
Methane

reformation
Bitumen upgrading

(synthetic oil

production)

2015

Alberta Carbon Trunk

Line - Sturgeon 
240 t/d 

Asphaltene residue

gasification
2020

Alberta Carbon Trunk

Line - Nutrien
800 t/d 

Methane

reformation
Fertilizer production 2020

Sinopec Qilu
100 t/d 

(예상) 

Coal/Coke

gasification
Fertilizer production 2021 

Table 7. Examples of the world’s largest renewable hydrogen production facilities (Global CCS Institute, 2021)

Facility Production Capacity Production Method Production Start

Fukushima (Japan) 2.4 t/d 
10MW electrolysers powered

by 20MW solar PV
2019

Neom (Saudi Arabia) 650 t/d 
4GW wind and solar PV

powered electrolysers
Expected after 2025 

AREH (Australia) 4800 t/d 
23GW wind and solar PV

powered electrolysers
Possible after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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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고 개발되고 있다(Table 7).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인 아시아재생에너지허브(AREH)는 호주

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23GW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가동되는 전해조에서 하루 4800 톤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

이다. 이 프로젝트는 AREH, 인터컨티넨탈 에너지, 재생 에

너지 개발업체인 CWP Energy Asia, 세계 최고의 풍력 터

빈 제조업체 베스타스(Vestas) 및 맥쿼리(Macquarie) 그룹

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수소 도입 전략

2021년 10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 따르면 국내 연간 수소 사용량은 2030년 390만 

톤 (청정수소 비율 50%) 및 2050년 2,700만 톤 (청정수소

비율 100%)이다(MOTIE, 2021). 여기서 청정수소란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소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수

전해 생산수소인 그린수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국내 청

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2030년 100만 톤(블루수

소 75만 톤, 그린수소 25만 톤) 및 2050년 500만 톤(블루수

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 생산을 국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정수소의 도입은 2030년 사

용량 390만 톤의 74.4%인 290만 톤 및 2050년 사용량 

2,700만 톤의 81.5%인 2.200만 톤으로 산정되어 해외 청정

수소 도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

이 이상적이지만 그린수소 생산가격 및 공급원 부족을 고

려할 때, 당분간은 CCS 등의 탄소저감 시설을 갖춘 추출수

소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블루수소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의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등 안정적 공급

원 확보 및 도입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청정수소 개발부터 운송·저장, 활

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업들이 연합하여 Table 8과 같이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청정수소 밸류체인 5개 프로젝트(H2 

STAR Project)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당진/태안, 영흥/

인천, 삼척 및 동해지역 기반의 4개 프로젝트가 국내 기술

과 자본으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를 생산 및 도입을 계

획하고 있다. 

결   론

최근의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국의 탄소가격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화석

연료의 즉각적인 사용중단은 어려울 것이며, 상당기간 동

안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

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기반의 고탄소 에너

지원을 이용한 발전시스템 및 설비에 CCS를 적용한 저탄

소에너지로의 이동이 요구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

른 잉여전력 저장수단 및 비 전기에너지 수요 부분을 담당

할 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인 CCS는 석유 회수증진 생산

을 위한 이산화탄소 EOR등으로 자원개발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 중 하나로, 탄성파 탐사자료 해석을 통

한 이산화탄소 저장위치 평가 및 선정기술과 함께 고갈 유

가스전, 대수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주입/저장 기

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증 및 사업화해 

나가야 할 분야로 보인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최종안에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연간 5,510만 톤에서 

8,460만 톤으로 설정된 만큼 CCS 기술 로드맵도 빠르게 수

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8. Summary of the development plan for clean hydrogen

Base Area Participating Companies Plan (Production/Import is yearly base)

Dangjin /

Taean
Kogas, Hyundai Glovis etc.

･ Import of 3 million tons of Australian blue and green ammonia

･ Construction of hydrogen production facilities and ammonia 

synthetic plants (~2023)

Youngheung /

Incheon

Lotte Fine Chemical,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etc. 

･ Import of blue/green ammonia, blue hydrogen from Chile, Saudi 

Arabia, Australia

Samcheok
Lotte Fine Chemical, 

Lotte Chemical etc.

･ Import of 4.4 million tons of blue and green ammonia from Oman, 

Australia and Malaysia

Donghae GS Energy, Posco etc. ･ Import 1.14 million tons of blue ammonia from UAE

Boryeong
SK E&S, Korea Midland

Power etc. 

･ Construction of Blue Hydrogen Production Plant Construction at 

Boryeong ('22.9~'25.7)

･ Store CO2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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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로 양분되어 있다. 저탄소 수소인 블루수소는 여러 지역에

서 그린수소 대비 경쟁력이 높은 중기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15년 동안 증가하는 청정수소 생산의 대부

분은 블루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요구되는 청정수소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므로, 해외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전 

개발 및 블루수소 교역을 위한 블루암모니아 플랜트사업 참

여 등 실증프로젝트 추진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일 것이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그 파급효과를 이해

하면서 석탄, 광물, 석유, 가스개발 및 도입 등에 한정되었

던 해외자원개발의 범위를 CCS 및 블루수소/블루암모니

아 사업 등의 탄소중립 기술로 확장하고 실증기술을 선점

해야 할 시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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