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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형차량 탈(脫)탄소화 추세

1. 대형차량 탄소배출 규제 강화
v 전 세계 많은 규제 기관들이 점차 대형 트럭 배기가스 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표 1> 각국 대형 트럭 배기가스 배출 규제 및 차량 전기화 타임라인
유럽 연합(EU)

미국

중국

자료: ACEA; European Commission; ICCT; press search

가. 유럽 연합 (EU)

v 2030년부터 대형 트럭 및 중장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30% 감축 목표
v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차량 전기화가 필수적이며, 2030년 이후 더 강화된 배출 감소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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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v 2027년까지 대형 트럭 및 중장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 46%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 캘리포니아 주(州)를 중심으로 하여 15개 주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판매 차량의 30%를
배기가스 제로배출차량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추가 명령 시행 및 계획 중

v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의 청정차량 프로그램(Clean Car Program)은 2035년 이후
더 높은 제로배출차량(ZEV) 판매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 중국

v 중국은 OEM 대형 트럭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1년부터 24%까지 줄이도록 규제
v 중국이 최근 탄소배출제로 국가에 합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2060년을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장기 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음

v 2021년 이후 연료소비 감축계획 미정

2. 산업 내(內) 대형차량 탈탄소화 추세
v 공사용 차량과 같은 Off-highway 트럭은 그동안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Off-highway OEM 역시 탈탄소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n

지난 2년 동안 주요 광산업체들의 Scope 1, Scope 2 탄소중립 및 탈탄소화 계획 발표

- 예를 들어, Anglo American과 Fortescue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2040년까지 Scope 1과
Scope 2 영역 탄소중립 목표 발표

- BHP,
n

Rio Tinto, Teck 및 Vale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광산업의 Scope 1, Scope 2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약 30%는 디젤 엔진에 의해 발생

- 주로

덤프트럭, 운반차량, 트럭, 로더, 도저 및 굴착기와 같은 광산용 중장비 차량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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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광산업의 대대적인 배출제로차량(ZEV)으로의 전환 필요

v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도 광산업과 같이 무공해 솔루션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n

건설 중장비 차량의 경우 도시 대기질 탈탄소화 강화 규제에 따라 무공해 굴착기, 무공해 로더,
무공해 그레이더 및 리프트 트럭 사용이 늘고 있음

n

농업 부문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제로
농업용 트랙터 전환이 촉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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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로배출차량(ZEV) 기술 포트폴리오

1. 4가지 제로배출 파워트레인(Powertrain) 기술
v 차량 동력을 제공하는 제로배출 기술에는 1) 배터리전기자동차(BEV), 2) 수소연료전지 차량
(FCEVs), 3) 수소내연기관(H2-ICEs), 4) 바이오연료 또는 합성연료 내연기관이 있음
n

하이브리드 및 가스엔진은 중·단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지만 자체적으로 제로배출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
<표 2> 4가지 제로배출 기술 비교
High Performance

바이오/합성연료
내연기관

Medium-high

수소 내연기관
(H2-ICEs)

Medium-low

수소연료전지
(FCEVs)

Low Performance

배터리 전기차
(BEV)

배출 (Emissions)

이산화탄소 집약도
(CO2 Intensity)
대기질
(Air quality)

바이오매스/CO2
공급원에 따라 다름

그리드믹스에 따라
녹색/청색수소 사용 시 녹색/청색수소 사용 시
달라짐 / 재생가능전력
제로배출 또는 최소화 제로배출 또는 최소화
사용 시 제로배출

디젤연소와 유사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립자 물질 배출

선택적환원촉매(SCR)
후처리기술 적용 시
심각한 NOx 배출 없음

제로 배출

제로 배출

재생가능 H2 생산 시
~35%

전송 및 충전 손실에
따라 75~85%+

총 비용 (Total Cost of Ownership, TCO)

Well-to-wheel*
효율성
Powertrain
자본 지출

~20%
일반 연소엔진 차량
지출과 유사

재생가능 H2 생산 시
~30%

디젤 ICE 유사 설비 연료전지 높은 설비 투자
투자 & H2 탱크 필요
/ BEV 보다 확장가능

대용량 배터리 경우
높은 설비 투자

기존 연소엔진과 같은
크기와 무게

기존 차량과 같은
크기의 엔진이지만,
H2 탱크 공간 필요

연료전지 및 H2 탱크
공간 필요

연소엔진 보다 무거움
/ 사용에 따라 탑재량
제약 있음

재충전 시간

탱크 크기에 따라
15분미만

탱크 크기에 따라
15-30분미만

탱크 크기에 따라
15-30분미만

3시간 이상
(고속충전 기능 있음)

인프라 비용

기존 인프라 사용가능

H2 배급 및 연료
보급 인프라 필요

H2 배급 및 연료
보급 인프라 필요

충전 인프라 및 그리드
업그레이드 필요

제약
(공간/탑재량)
재급유 및

*Well-to-wheel: 자동차 연료가 여러 변환을 거처 동력으로 사용되는 최종 과정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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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2 배출

v 4가지 기술 모두 제로배출이지만 전기, 수소 또는 합성연료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 발생
n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 탄소집약도는 바이오매스와 탄소 공급원에 따라 달라짐

n

수소 전력 생산으로 발행하는 탄소 배출은 보다 더 쉽게 제어 가능

- 태양열
n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녹색" 수소는 제로배출 달성할 수 있음

BEV의 경우, 재생가능전력으로 충전되는 경우 탄소 중립적이지만 현재 대부분 그리드 전기 충전은
탄소 배출량이 높음

나. 대기질 (Air quality)

v 바이오연료/합성연료는 NOx 및 미립자 물질 배출
v H2-ICE는 디젤 엔진과 유사한 후처리가 필요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n

일부에서는 H2-ICE 엔진 작동 조건이 디젤 엔진보다 훨씬 적은 NOx을 생성하므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

n

그러나 도시 환경 및 광산업 내(內) 제로배출 실행가능 여부는 정확한 배출 수준과 지역 대기 오염
규정에서 허용하는 값에 따라 달라짐

v BEV 및 FCEV는 배기관에서 어떠한 배출물도 생성하지 않음
다. 효율성 (Efficiency)

v Tank-to-Wheel1) 효율은 BEV의 경우 75%~85%, FCEV는 약 50%, 연소 엔진(H2-ICE,
바이오/합성연료)의 경우 약 40~45%

v Well-to-wheel에서는 더 확연한 차이를 보임
n

전기에서 수소 생산 및 수소에서 합성연료를 생산 시 변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FCEV는 약 35%,
H2-ICE의 경우 약 30%, 합성연료의 경우 약 20%로 효율성이 떨어짐

v BEV의 Well-to-wheel 효율성은 재생에너지 생산 위치(송전선이 길수록 손실이 더 높음)와
고속충전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1) Tank-to-wheel: 주유 또는 동력원 공급 이후 엔진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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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위 효율 수치는 근사치일 뿐이며 차량의 운전 패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짐
n

연소엔진은 고(⾼)부하에서 더 효율적인 반면, FCEV는 저(低)부하에서 가장 효율적

라. 파워트레인 설비 투자비용 (Powertrain capex)

v 설비자본 비용은 효율성 역순을 따름
n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이오연료/합성연료 및 수소 연소엔진은 오늘날 디젤 엔진과 동일한 수준의 연소
과정이지만 배기처리 요구사항이 낮기 때문에 디젤 엔진보다 훨씬 저렴함

- 기술

개발을 위해 추가 R&D가 필요함

n

수소연료전지는 중간 정도의 설비 투자비용을 가짐

n

BEV은 고효율의 값비싼 배터리를 수반해야 함

v 총 소유 비용(TCO) 최소화를 위한 선행자본 비용과 지속적인 연료소비 사이 최적의 균형은
차량유형 및 사용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짐
n

차량 크기와 무게는 필요한 파워트레인과 소비되는 연료량을 결정

n

가속에 소요되는 시간 및 주행 패턴과 경로는 파워트레인 효율성과 필요 범위를 결정

v 각 기술의 가용성 및 비용, 재충전 또는 재충전 인프라를 포함하여 지역과 시장 상황에서
TCO 최적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마. 기타 제약 (Other constraints)

v 효율성 및 설비투자와 함께 기타 요소는 파워트레인 TCO 형성에 중요 역할
v 배터리는 수소 활용 기술과 바이오연료/합성연료 기술보다 재충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
n

긴 충전시간으로 인한 가동 시간 축소는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경우 TCO에 영향을 줄 수 있음

v 배터리와 수소 차량 모두 추가 공간을 위한 탑재량 축소가 요구됨
n

무거운 배터리로 인해 탑재량 무게/공간이 증가하고, 연료전지와 H2-ICE는 수소 연료를 위한 큰 탱크가
필요

n

탑재량이나 공간이 제한된 차량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바이오연료/합성연료 기술로 한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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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차량 제로배출에 적합한 기술, H2-ICE
v 4가지 제로배출 기술의 장·단점에 따라 차량 유형마다 적합성이 달라짐
v 결과적으로 수소 내연기관(H2-ICE) 기술이 광산업 덤프트럭을 포함한 대형 차량 운행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최적의 파워트레인 옵션이 될 수 있음
n

2030년경 수소내연기관 TCO가 디젤 내연기관 TCO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
<그래프 1> 대형트럭 제로배출 기술 총 소유비용(TCO) 변화 예상

* TCO 추정치는 광산용 600톤 open-fit 덤프트럭 기준
* CO2 가격 2020년 $28/ton에서 2030년 $50/ton, 2050년 $200+/ton 인상 가정
자료: 전문가 인터뷰, Mckinsey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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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소 내연기관(H2-ICE) 기술 활용 전망

1. 수소 내연기관(H2-ICE) 기술
v 수소연소는 18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 적용 초기 단계
n

높은 수소 가격의 비경제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음

v 오늘날 자동차 OEM, 부품 공급업체 및 신생기업에서 배터리 및 연료전지와 함께 미래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에 점차 수소연소를 고려하고 있음

v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대형차량(특히 비포장 도로 부문) 조건에
필요한 매우 높은 전력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n

예를 들어, 광산용 트럭은 몇 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하고,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하며 극도의
진동과 열 발생, 공기 중 먼지 노출과 같은 환경에서 작동해야 함

n

디젤 내연기관은 수십 년 동안 위와 같은 환경 요구 사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디젤 내연기관에서 수소
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은 대형차량 엔진을 탈탄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추가 기술
혁신 사항이 타 기술에 비해 비교적 적음

v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곳에서도 수소 연소 기술 활용 및 틈새시장
개척 가능
n

연소엔진에 대한 낮은 설비투자 요구사항, 수소가격 감소, 고(⾼)부하에서 H2-ICE에 의해 달성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은 수소 연소가 TCO-경쟁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됨 (그림 4)

n

또한 이중연료 연소엔진은 가용성에 따라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디젤(또는 수소-가스 혼합)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공급 및 기반 시설이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차량 부문의 점진적인
탈탄소화를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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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부하량(Load)당 제로배출 기술 효율성

* Load: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출력(부스터 포함), FC 시스템 출력의 80%
자료: Lohse-Busch et al., Toyota Mirai case study, July 2019; RL Deppmann

v 이외에도 H2-ICE는 자동차 OEM 및 부품 공급업체에 다른 이점을 제공
n

현대의 엔지니어링 노하우/작업 활용과 자동차 산업의 기존 공급망 및 생산 능력 활용 가능

n

또한 귀금속 또는 희토류 공급 및 재활용 문제, 지속가능성 문제 및 무결성 문제가 없음

2. H2-ICE와 수소연료전지(FCEV) 기술 상호보완성
v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 H2-ICE와 수소연료전지(FCEV) 기술은 경쟁 기술로 인식되지만, 미래
동력원 포트폴리오에서 수소 기술의 점유율을 높이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큼

v 두 기술 모두 수소 충전소 가용성과 펌프 수소 비용이 성공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
n

두 파워트레인은 대부분 동일한 인프라를 필요로 함

n

H2-ICE 차량은 수소연료전지(FCEV)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v 또한 두 기술은 전체 파워트레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탱크 기술을 공유
n

OEM 및 탱크 공급업체가 더 많은 차량 R&D 및 설비투자를 분할할 수 있다면, 전체 수소 차량 비용
곡선을 낮추고 두 기술 솔루션의 경쟁력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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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제로 수소연소엔진/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전기차로 이뤄진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가변하는
부하 프로파일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3. 기술 전망
v 전 세계적으로 대형차량을 포함한 전 운송부문 제로배출 달성은 엄청난 도전임
n

H2-ICE는 FCEV와 BEV 기술에 보완성을 제공함을 통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v H2-ICE의 장점으로는 낮은 페이로드 페널티 및 공간 요구사항, BEV 트럭에 비해 빠른 급유
시간, 낮은 비용, 열 및 진동에 대한 높은 내성이 있음
n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 부문에서 이러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음

- 견인차와
- 중형차

및 소방차와 같은 중형 차량

- 콘크리트
- 크롤러
- 수확

같은 경량 차량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

도저, 굴착기 및 덤프트럭과 같은 광산 및 건설 중장비 차량

기계 및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차량

v 차량 OEM, 엔진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 H2-ICE 신생 기업을 비롯한 여러 업체는
이미 온/오프-하이웨이 무공해 솔루션 제품 기술로서 수소연소를 개발하고 있음
n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추가 R&D 리소스와 수소연소기술 잠재력을 비교

n

중국은 H2-ICE 기술 개발 모멘텀을 구상하고 있음

v 미래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에 수소 연소엔진(H2-ICE)을 추가하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한 기술
개발을 요하지만 이는 앞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출처: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how-hydrogen-combu
stion-engines-can-contribute-to-zero-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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