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술협력기반육성사업(GT)
심층분석보고서

미국 에너지부
수소‧연료전지 프로그램
추진 성과

주요 내용 요약
□

수소프로그램 예산의 대부분이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투자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관련 기술에

프로그램과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연료전지가 연구되고 있음
연료전지 재료에서 수소인프라 기술까지 상용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혁신 기술을 위한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음
상용화 기술 개발과 혁신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 필요
□ 수소․연료전지 프로그램에서의 과제는 설정된 상용화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가 도출되고 있음
가격 내구성 성능 측면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목표 및 이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의 최종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음
시스템 해석

분야를 별도의 서브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 도출
→ 과제 도출과 심사에 과제별로 별도로 제안된 목표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상용화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결과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 필요
□ 연차 과제평가가 전문가 전체에게 공개하는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평가자의 전문성을 우선시하여 동일한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쟁
연구자도 공개 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함
평가점수와 질문과 답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보고서로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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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 프로그램은 수소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제조경쟁력 확보와 시장 분석을 위해 서브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서브프로그램별로 사업책임자

가 역할을 나누어 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연료 제조에서 연료전지
실증까지 사업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계 연구 필요
□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기초 원천 기술개발 스택 부품 성능
개선 시스템 실증 등 단계별

를 구성하여 가격 내구성 등 기술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과 더불어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 등
전주기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 투자된 연료전지 기술 분야는 촉매 분리판 그리고 전해질 등 스택
요소 기술과 연료전지 수명 향상을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에서 설정한 당해 연도의 성능 가격 내구

성에 대한 목표는 거의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용화 목표에도 일부는 이미 도달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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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상

Ⅰ

서론

AMR(Annual Merit Review, 성과발표회) 주요 발표 내용 개요
수소 연료전지 프로그램의 분류에 따라 수소제조 공급(PD), 수소 저장(ST),
공급 인프라(H2IN), 연료전지(FC), 시스템 분석(AN), 안전, 코드 표준(SCS), 양
산 제조(MN), 기술 검증(TV), 시장 진입(MT) 분야로 나누어 170여개의 연구
과제(약$ 100M 예산) 발표 및 평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ARPA-E 프로그램과 에너지 분야 기초 과학
활성화를 위한 BES(Basic Energy Science) 분야의 성과 발표도 함께 진행
자동차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Vehicle Technology Office Program의 전기
저장(ES), 전기구동 시스템(EDT), 자동차 시스템 (VS) 등 9개 서브프로그램의
성과 발표도 동시에 진행됨

DOE 수소 연료전지 프로그램(DOE Hydrogen Program) 개요
DOE의 수소 및 연료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효율 및 재생에너지
(EER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사무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
술과

화석에너지(FE,

Fossil

Fuel)

사무국의

SECA(Solid

State

Energy

Conversion Alliance)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EERE 프로그램은 자동차용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위주로 하여 주택용 연료
전지, 백업전원 등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연료전지 개발 사업임
- FE 프로그램은 화석연료의 전기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전플랜트용 고온
연료전지(고체산화물연료전지 등) 개발 프로그램임
DOE 성과발표회(AMR)에서는 EERE의 수소 연료전지 프로그램($101M)을 중심
으로 BES(Basic Energy Science, $24.7M)와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로 지원되는 과제의 발표가 동시에 진행됨
Hydrogen Program은 서브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지정되어 별도의 Project
Manager에 의해 관리되며 총 170여개의 과제를 분야별로 PM 주관하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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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료전지 기술개발 현황

개 요
연료전지 개발 관련 과제는 연료전지(FC)와 양산제조(MN), 시스템 분석(AN), 시
장 진입(MT), 기초과학분야(BES) 및 ARPA-E로 나누어 성과발표가 진행됨
FC 분야에서는 가격 저감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촉매와 전해질 재료 등 스택
요소 기술 개발을 위주로 사업 추진 중(2017년 예산 $32M)

연료전지 관련기술의 집중 개발 분야는 3가지로, 스택 요소기술, 성능과 내구성
향상, 그리고 시스템과 BOP 기술임(그림 1)
- 연구개발 집중 분야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SA(System Analysis) 서브
프로그램의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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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요소기술: 전극 촉매, 전해질, 전극전해질 접합체, 기체확산층 및 기밀
재료, 분리판 등
- 성능 및 내구성: 물질전달 현상, 내구성, 불순물 영향 등
- 시스템 및 BOP: BOP, 연료개질기, 발전용, 보조전원, 조기 시장 진입 등
- MEA와 스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달현상(Transport Phenomena)의 특성
분석 및 최적화
-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연료전지와 시스템 최적화
-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념의 개발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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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의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촉매와 분리판 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
이 사용되며, 특히 촉매 개발은 타분야에 비해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등
백금촉매 저감이나 대체 촉매 개발을 통한 가격 낮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R&D를 위한 핵심 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촉매 담지량, 동력밀도, 공기공급장치
가격, 그리고 분리판의 가격이며, 그중 스택 요소기술 중 가격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백금촉매 저감에 집중하고 있음
- 2017년의 분석을 통해 가격 목표를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20년 목표인 $40/kW를 위해서는 백금량이 0.125~0.15g/kWe가 되어야 하며,
최종 목표인 $30/kW를 위해서는 비백금계 촉매 사용이 제시됨
분산발전용(Stationary), 휴대용(Portable) 및 수송용(transportation) 연료전지 등 분
야별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의 개발과 시범운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과
제를 수행중
- 목적: 자동차, 열병합발전을 위한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조기 시장 진입
- 주요 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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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연료전지 : 1,000$~$1,500/kW by 2020
60,000-hour~80,000-hour 내구성
40% efficiency by 2011
수송용 연료전지 : 대량 생산시 가격: 40$/kW by 2020
5,000-hour durability
65% 최대 효율
- 가격목표 달성도
2017년 기준 수송용 연료전지의 가격 수준은 연간 오십만대 기준 약
$53/kW, 연간 10만대 기준 $59/kW 그리고 연간 1,000대 기준 $230/kW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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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요소 기술
전극 촉매
○

개 정도의 촉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촉매 연구를 통해
년도 이후 백금담지량은

배정도 감소시켰으며 백금이외의 대체 촉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의

○

년 까지 기술적인 목표는 백금의 양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으며

사 등에서 이미 일부 목표에 도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의 나노박막

전극이

의 성능 목표

및 내구성 목표를 달성
촉매 담지량

촉매량
이하로

이상

년 목표

초과 달성
담체
으로
○

촉매에 의해 총 백급담지량

성능을 보여줌

비백금계 연구는 아직도 초기 단계이나 최종 목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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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개발

분리판
○

년 목표에 맞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 개발 이 목적임

는 저가 금속 분리판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성능
고안정성 코팅 물질과 분리판의 성능을 좌우하는 공정 조건을 규명하였으
며 성능시험 결과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의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함
가 원소로 도핑 된

는

격자구조에서

의 형성을 강화하여

높은 전기전도도를 얻었음
스테인레스 스틸 기판을
코팅층 위에 도핑 된

또는

합금으로 코팅한후

합금

표면층을 성장시킴

시스템 분석
○

시스템 분석의 목적은 기술평가와 개발방향 설정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격차
결정 초기 단계의

의 효과 분석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보 경

제 인력 성장 등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연

○

예산으로

개 과제 수행

시스템 분석의 주요 업무 구성은 그림 와 같이 시스템 분석 프레임웍 구성
모델과 해석 도구 정립 연구 해석 그리고 결과 제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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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에 따른 가격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등
분석은 물론 시장 진입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

○

연구소와 기업 대학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평가와 환경 분석

○

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

주요 수행 내용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연료전지의 적용에 따른 수명 주기 영향 분석

대체 연료 사용시 연료공급 인프라 가격 결정
마일스톤과 의사 결정 지원
프로그램 분야 목표의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탄소 저감 목표 설정
의사 결정과정 지원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단계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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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잠재력과 문제점 분석
에너지 보안 분석
에너지 저장 분석
수소 생산을 위한 자원 공급
수소 생산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 영향 분석
소비자 선택 및 행동 영향 분석
○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에 따른 시장성 파급 효과 위험성 분석은

물론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 개선 등에 따른 가격 저감 효과 분석
무게 저감과 효율 향상에 의한 연료절감
부품 제조 단가 저감

제조 기술
○

연료전지 수소 저장 및 제조 기술 향상과 미국내 공급기반 확대를 통한 부품 가격
저감을 위해 개의 제조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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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의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기술 개발:
MEA 결함 진단 기술 개발, 결함의 크기와 형상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
석, 자국내 수리와 정비 역량 개발
제조공정과 경비 절감을 위한 공정 개발 및 최적화: FC 제조 단계에서의
공정 축소, 수소저장 실린더를 위한 탄소섬유 winding 기술 개선
○

목적은 대량생산 기술을 통해 자동차용 스택의 가격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500,000 units/year 기준으로 단가를 2008년도의 $38/kW에서 2020년도
$20/kW로 낮추는 것임
압축 수소 용기를 2020년까지 10/kWh로 줄이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8/kWh 임
수소를 2020년에 $4/gge (2007 dollars)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부품과
시스템의 가격을 줄이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 (세금 부과전, 공급 가격)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스크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개발
의 연속적인 실시간 검사법 개발 미국내
위한 기반기술 연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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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기

년 주요 개발 내용

○

연료전지를 위한 품질관리 진단 기술:

NREL 기술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MEA의 품질 관리 및 진단 기술 개발
50ft/min 속도로 핀홀(지름 25μm), 스크래치(너비 10μm), 접힘 자국(폭
100μm) 등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 시연
‧ 목표: 100ft/min로 4μm 결함 발견
고압 파이프 라인 연결을 위한 전기융합 coupler: 수명 50년, 압력 100 bar,
누설율 유량의 0.5% 미만 기술 개발
‧ 금속 부품이 수소와 접촉하지 않음
‧ 복합 소재 포함: Thermoplastic 코팅 와이어, 폴리에틸렌 (PE), 유리섬유
강화 PE

시장 진입
○

미국내 생산된 수소 및 연료 전지 시스템의 실용화를 가속화시키고 연료전지
및 연료비용 절감을 통한 보급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함
연료전지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및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 13 -

동반 관계 실행 지원
적용 시스템 및 연료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 경제성 분석법 개발
수소 연료 사용 증가를 위한 기술 지원 제공
○

실증과 보급 사업을 통해 물류 대차

대 보급 백업전원

대 보급에

기여
전년대비 연료전지 물류대차 보급량

증가 백업전원

증가

DOE 지원에 의해 물류대차는 713대, 백업전원은 907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 자체적으로 구입율이 증가되고 있음
○

년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계속 사업을 통해 공항용 화물 견인 트랙터
평가 전년도
향상된

운행거리 증가 및 트럭

평가 전년도 인프라 기술 지원

연구 개념 평가 등 가지 과제 수행

도심 운행 차량이나 공항 등 한정된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연료전지를 적용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있음
항만, 선박 등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사용처에서의 환경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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