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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경제시대

1. 수소경제시대
●●(개요)

미국의 제레미리프킨(Jeremy Rifkin)의 2002년 저서 <수소경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수소경제
(Hydrogen Economy)시대는 ‘석유’ 대신 ‘수소’가 주 에너지로 사용되는 시대를 의미
--2005년 정부의 수소경제 마스터플랜(案)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를 활용하는 경제사회를 수소경제라 지칭
●●(생산) 수소는 다양한 방식(개질, 전기분해 등)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기술로는 추가적인 열·전기가 필요하고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2차 에너지원이나 일반 발전에 비해 효율이 높고 사용과정에서 물만 배출되어 친환경적임.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적인 수소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소비) 기존 산업(석유화학, 우주항공 등)에서 가정·발전·수송용 등 모든 산업으로 확대 중
표 1.
가정·발전용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에 사용

로켓연료

석유정제

연료로 사용 (액화수소)

탈황공정 등에 이용

●●(현황)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가격경쟁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12년말 기준, 수소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438억달러(약 51조 708억원), 국내시장 6,000억원 수준(산업통
상부,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
--셰일가스 혁명, 수소 생산 프로젝트 확대, 수소타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스테이션 확대 등에 따른
수요처 증가 등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수소 가격경쟁력이 점차 개선 중
●●(전망) 기존 산업 및 연료전지 수요증대 등을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 가시화
--IEA(2012)는 ’50년 수소차가 세계 자동차시장의 17.7%를 차지하고 ’30년 수송용 연료전지가 전체 연료전
지시장의 73.2% 차지할 것으로 전망
--리서치앤마켓(2014)은 ’19년 수소시장 규모가 1,382억달러, 연료전지시장 규모는 52억달러로 전망
●●(대응)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경제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국내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필요
--수소·연료전지 관련 핵심산업(발전기, 자동차 등) 기술개발 지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대응 강화
--수소경제를 대비한 법체계 등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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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에너지 기술 개요
●●(개념) 수소에너지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
하는 기술로서 수소에너지 기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수소의 제조, 저장 및 운반, 이용으로 나눌 수
있음.
--수소의 제조는 물의 전기분해로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경제성의 문제로 대체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현재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
는 방법이 주로 활용 되고 있음.
--수소의 저장은 현재 수소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고 있으나 단위 부피당 수소저장밀도가 너무 낮아 경제
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여 액체 및 고체저장법을 연구 중에 있음.
그림 1.
제조/분리기술

저장 기술

응용 기술

광생물학적
광생물학적
광촉매
초임계수 가스화

전기분해

수소
(H2)

부생가스
분리

수증기 개빌반응

안전 대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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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에너지 기술 개요

2. 수소에너지 기술 개요
●●(특징) 수소에너지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하는 경우 물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등 공해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염려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
게 되면 전기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수소는 가스나 액체로 만들어 수송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나 현재 일상에서 사용
하기에 용량이 너무 크고 압력이나 온도를 끌어 올려 액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쉽게 상
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장현황 및 전망)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의 시장이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Frost & Sullivan(2014)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전력기반차의 2%인 26만대로 전
망하였으며, 2020년 수소연료전지 차량가격은 5천만원 수준으로 하락을 예상이고 세계시장은 13조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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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에너지 시장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국내 수소차 산업의 현황
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13)했으나 비싼 차량가격, 가용충전소 부족 등으로 지자체, 공공기
관 위주로만 보급되어 있고 비싼 충전소 구축비용(30~40억)에 따른 건설비 부담, 보급계획 부재에 따른
투자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운영 가능한 수소스테이션은 10개소임(2015년 기준).
표 2.

수소차, 충전소 보급로드맵
(단위 : 천대, 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소차

0.1

0.3

2

2.6

3.9

6

9

14

23

39

충전소

3

7

10

20

30

10

20

20

30

50

수소차

0.2

0.5

2.5

5.1

9

15

24

38

61

100

충전소

13

20

30

50

80

90

110

130

160

210

구분
신규
보급
목표
누적

* 출처 :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15.12.8.)

  수소에너지 기술별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대분류

중분류

기술개발내용
전기분해(SPE, 태양광, 풍력 등 대체전원이용 등)

물로부터 수소제조●
(세계적으로 연구단계임)

저온열분해(산화물, ,유황화합물, 염화물, 불화물, 요드화물 등)
광촉매(금속산화물, 페롭스카으트, 제올라이트 등)
바이오(광합성 직·간접, 협기발효, 광합성 발효 등)

제조
수증기개질(상용화 되어 있음)
화석연료로부터수소제조

플라즈마 개질(반응기, 플랜트 건설) → 미국 상용화
고온열분해(이론정립, 촉매, 반응기) → 미국 개발단계

수소정제

고순도 수소 제조(PSA, MH이용 등) → 선진국 기술확립
기체저장(상용화 되어 있음)
액체저장(저장용기, 극저온 연구 등) → 독일 상용화

물리적저장
저장

고체저장(재료, 고용량저장, 무게 등) → 일부 상용화
CNT(재료, 합성, 공정기술 등) → 선진국 개발단계
화학적저장
이용

이용
안전대책

CO2이용 메탄올, 에탄올 합성(상용화 되어 있음)
가정(전기, 열), 산업(반도체, 전자, 철강 등), 수송(자동차, 배, 비행기)
→ 수소의 제조, 저장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실용화된 사례가 없음
역화방지 등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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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표준화 동향
  개요

3. 국제 표준화 동향

  국제표준 개발현황

개요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은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인
TC 197(1990년 설립) 에서 작업하고 있음.
--명   칭 : ISO/TC197 Hydrogen technologies
--의   장 : Dr. Andrei Tchouvelev (캐나다, ~2018)
--참여국(33) : 정회원(20), 준회원(13)
--주도국 :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표준화계획 :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측정 및 수소 사용을 위한 시스템과 부품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주요활동 : 수소기술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소기술 관련 분야에서 표준화 도입을 요
구하는 모든 규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또한 ISO의 다른 TC와의 연계는 물론 IEC TC 105, 국립
수소협회(NHA), 유럽수소협회 등과도 연계활동을 하고 있음.
●●수소기술 표준화 전략●
(출처: Strategic Business Plan of ISO TC 197 - Objectives, 2014)
--용도에 따른 수소품질에 대한 표준
--수소스테이션 등 수소의 이동식, 고정식 이용을 위한 분배(수송)와 저장 기초설비에 대한 표준
--연료전지 등 수소의 최종 이용기술에 대한 표준
--수소차량을 위한 설비와 기기에 대한 표준
--수소의 특성과 수소함유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수소제조기술에 대한 표준
--밸브 등 일반적 수소이용설비를 위한 전자식 포함 수소검출 기기와 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표준
●●ISO/TC197 구성도 및 표준현황
--기술위원회 집행부 (TC Executive) 산하에 4개의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 (Technical Program Directors,
TPD)가 있음.
--각 TPD에 2-4개의 작업반과 1-3개의 연락책, Liaisons을 두고 있으며 각 작업반 활동의 책임자는 작
업반 간사 (Convener)가 맡고 있으며, TC집행부 3인과 4명의 TPD가 TC의 ‘기술자문단 (Technical
Advisory Board, TAB)’을 구성하고 있음.
--향후 새로운 작업반도 4개의 TP 틀에 속하게 될 것이며, 특히 TC 197은 각 작업반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ISO의 다른 TC 혹은 IEC와 Liaison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SAE Fuel Cell Committee와 같은 다른 표
준화 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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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SO/TC 197 Organizational Chart
Secretary and Chair - TC Executive

thchnical
program
directors
working●
group
convenors

liaisons
(iso & iec)

Legend:
Solid line
Dash line

Administrative reporting
Technical input,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ISO/TC197 표준화 연계 위원회
그림 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SO/TC 197
Technical committe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Other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AE Fuel cell
committee

ISO/TC 22
SC21
Electric Road
vehicles

ICE/TC 105
Fuel Cell
Technologies

ISO/TC 197
Hydrogen
Technologies

ISO/TC 22
Road
Vehicles

Regulatory bodies

World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vehicel
regulations (WP.29)

ISO/TC 58
Gas cylinder
design

ISO/TC 11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ISO/TC 220
Cryogenic
vesseis
* 자료: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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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표준화 동향
  개요

3. 국제 표준화 동향

  국제표준 개발현황
  ISO/TC197 주요작업반 동향

--수소기술 분야 ISO 국제표준 발간현황(총 15종)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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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표준 번호

표준명

최종
발간일

주도국

1

ISO 13984

Liquid hydrogen ― Land vehicle fuelling system
interface

1999-03

캐나다

2

ISO 13985

Liquid hydrogen ― Land vehicle fuel tanks

2006-11

캐나다

3

ISO 14687-1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 Part
1: All applications except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fuel cell for road vehicles

1999-03

일본

4

ISO 14687-2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 Part
2: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fuel cell
applications for road vehicles

2012-12

일본

5

ISO 14687-3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 Part
3: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fuel cell
applications for stationary appliances

2014-02

일본

6

ISO TS 15869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2009-02

캐나다

7

ISO TR 15916

Basic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of hydrogen
systems

2015-12

독일

8

ISO 16110-1

Hydrogen generators using fuel processing
technologies ― Part 1: Safety

2007-03

네덜란드

9

ISO 16110-2

Hydrogen generators using fuel processing
technologies ― Part 2: Test methods for
performance

2010-02

네덜란드

10

ISO 16111

Transportable gas storage devices ― Hydrogen
absorbed in reversible metal hydride

2008-11

미국

11

ISO 17268

Gaseous hydrogen land vehicle refuelling
connection devices

2012-12

캐나다

12

ISO 22734-1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process ― Part 1: Industrial and commercial
applications

2008-07

캐나다

13

ISO 22734-2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process ― Part 2: Residential applications

2011-11

캐나다

14

ISO 26142

Hydrogen detection apparatus ― Stationary
applications

2010-06

일본

15

ISO 19880

Gaseous hydrogen ― Fuelling sta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017-07

일본

  국제 표준화 동향

국제표준 개발현황
●●2017년 1월 기준 TC 197에 구성되어 있는 작업반 중에서 활동 중인 작업반(Working group)과 각 작업반의 프로
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과 스케줄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작업반)
표준번호

표준명

진행현황

(WG 5)
ISO/17268

Gaseous hydrogen land vehicle refueling
connection devices

(WG 15)
ISO/19884

Gaseous hydrogen – Cylinders and tubes for (30.60) CD 토의, 수정 중:   
stationary storage
Dec 2016 (30.60)

2017-09-03

(WG 17)
ISO/19883

Safety of pressure swing adsorption systems
for hydroge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S 승인, 편집 중
(50.00)

2016-07-27
(delayed)

(WG 18)
ISO/9881

ISO 19881: Gaseous hydrogen – Land vehicle
fuel tanks
ISO 19882: Gaseous hydrogen - Land vehicle
fuel tanks – Thermally activated pressure
relief devices (TPRDs)

19881 DIS 종결 중
(30.60)
19882 DIS ballot, 편집 중
(30.99)

2016-10-29
(delayed)

(WG 19)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ISO/19880-2 stations - Part 2: Dispensers

DIS Ballot in preparation
(30.92)

2016-10-29
(delayed)

(WG 20)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ISO/19880-3 stations - Part 3: Valves

DIS comments, DIS 2 in
preparation (40.60)

2016-09-15
(delayed)

(WG 21)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ISO/19880-4 stations - Part 4: Compressors

CD in preparation (20.00)

2016-10-30
(suspended)

(WG 22)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ISO/19880-5 stations - Part 5: Hoses

CD Ballot closed 2016-11-14
CD comments in review (30.60)

2016-10-30
(suspended)

ISO/19882

(WG 23)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ISO/19880-6 stations - Part 6: Fittings
(WG 24)
ISO/19880-1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sta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19880-7 Gaseous hydrogen – Hydrogen fueling
stations - Part 7: Fueling protocols

2012년판 개정, DIS 작성
중 (20.00)2)

일정

Working on CD (20.00)
TS published in July 2016.   
CD approved by ballot for   IS.
CD comments in review, CD 2
in preparation (30.60)

DIS: Dec 2016
IS: 2017-01-15

2016-10-30
(suspended)
Q1 2018

NWIP 미등록 상태

(WG 25)
ISO/16111

Transportable gas storage devices –
Hydrogen absorbed in reversible metal
hydride

To revise 2008 edition. CD
comments in review, DIS in
preparation (30.60)

(WG 26)
ISO/22734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process

To combine, revise parts 1 &
2. WD comments in review, CD
Ballot in preparation (20.00)

(WG 27)
ISO/14687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To combine, revise Parts 1, 2
& 3. (20.00)

2018-10-15

DIS in finalizing (30.60)

DIS 투표: ●
2017년 1월
IS 발간: ●
2018년 1월

(WG 28)
Hydrogen fuel – Fuel quality control
ISO/19880-8

2017-03-04
2018-10-14

NP: New Project; NWIP: New Work Item Proposal; AWI: Approved Work Item; WD: Working Draft; CD: Committee Draft;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DTR: Draft Technical Report; TR: Technical Report; TS: Technica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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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중에서 WG 19, 20, 21, 22, 23, 24는 소위 ‘TC 197 Hydrogen Fueling Family’로써 수소 충전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다루고 있으며 수소의 품질과 품질관리를 다루는 WG 27 및 WG 28과 함께 현재 TC 197의 모
든 작업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ISO TC 197에서의 규격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라 2017년 1월 까지 기 발간 제정, 개정 표준 수는 17건으로 많지
않으나 최근 10년 전부터 기술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매년 2건 이상의 규격이 개발되고 있음.
●●2015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로 제안된 것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모두 2018년도에 새로운 표준이 발간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ISO 16111:2008의 개정
--ISO 22734-1: 2008 및 ISO 22734-2: 2001의 개정
--아래 3개문서의 통합 및 개정
      * ISO 14687-1 Hydrogen quality (Grade A, B, C) for applications except for PEFC
      * ISO 14687-2 Hydrogen quality (Grade D) for PEFC for road vehicle
      * ISO 14687-3 Hydrogen quality (Grade E) for stationary PEFC
●●ISO TC 197의 작업반 중에서 2017년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업반은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TC 197 전체 조직 중에서 Technical Program(TP), Built Environment and Safety에 속하고 있는 WG 24와 TP,
Components and Vehicular Applications에 속한 WG 19, 20, 22, 23 및 TP, Production, Storage and Handling
에 속해 있는 WG 21과 함께 수소충전소의 시스템과 설비 및 안전의 표준을 제정하는 소위‘Hydrogen Fueling
Family'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반 들임.
--WG 24가 다루는 ISO/AWI 19880-1은 전체 충전설비의 다른 단위설비를 다루는(예: Dispenser, valves,
compressor 등) 문서들을 포괄하는 중심 문서이며 WG 19-23까지 5개 WG이 제정하는 표준문서와 관
련이 있어서 이들 WG과 공조를 이루면서(Harmonization) 활동하고 있음.
표 6.

ISO/TC197 작업반 현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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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국

TAB 1

Technical Advisory Board

WG 5

Gaseous hydrogen land vehicle refuelling connection devices

WG 15

Gaseous hydrogen - Cylinders and tubes for stationary storage

WG 17

Pressure swing adsorption system for hydroge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WG 18

Gaseous hydrogen land vehicle fuel tanks and TPRDs

WG 19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 dispensers

WG 20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 valves

WG 21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 compressors

WG 22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 hoses

WG 23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 fittings

WG 24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s – General requirements

WG 25

Hydrogen absorbed in reversible metal hydride

WG 26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WG 27

Hydrogen fuel quality

WG 28

Hydrogen q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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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97 주요작업반 동향
●●WG24(ISO 19880-1 Gaseous hydrogen fueling stations - General requirements)
--WG 24는 TC 197 전체 조직 중에서 Technical Program(TP), Built Environment and Safety에 속하고
있으며 TP, Components and Vehicular Applications에 속한 WG 19, 20, 22, 23 및 TP, Production,
Storage and Handling에 속해 있는 WG 21, 그리고 새로 구성된 수소의 품질과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WG 27 및 WG 28과 함께 수소충전소의 시스템과 설비, 안전 그리고 수소의 품질의 표준을 제
정하는 소위 ‘Fueling Family'를 형성하고 있음.
--국제표준, ISO 19880-1은 승용차 (예: 연료전지전기차, 연료전지 버스와 지게차(fork-lift trucks)를 위
한 것은 우선 제외)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 혹은 비 공공 용으로 보급되는 충전소의 최소 설
계 특성과 안전에 관한 기준이며 전체 충전설비에 속한 다른 단위설비를 다루는 (예: Dispenser, valve,
compressor 등) 문서들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문서임.
--2016년 7월에 발간된 ISO/TS 19880-1은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보다 그 합의도
(consensus)가 낮은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이며 구매, 구독이 가능하기는 하나 (published)
기술위원회 내부 용을 원칙으로 하는 문서이며 시간적으로 바로 연이어서 제정되는 IS (ISO 19880-1)의
기초문서임.
--TS에 포함된 중요한 항목
      * 연료전지 승용차의 기체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공공용으로 혹은 비 공공용으로 설치된 수소충
전소 설비의 안전과 성능 (safety and performance)을 보장하는 최소 설계치 (Minimum design
characteristics) – 연료전지 버스와 지게차(fork-lift trucks)를 위한 것은 추후 작업 예정
      * 최종 검사기준 (Field & site test) 정리, 최소 안전거리에 대한 합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술정보, 수소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 사항, 충전 프로토콜(fueling protocol) 새 표준 제안
      * 각 국가 혹은 지역의 경험(best practices and regional experiences) 입력
--TS에 포함된 안전에 관한 기준은 실증된 위험성 정보와 경험에 바탕을 두고 (risk-informed and
evidence-based approach) 자동차의 재래 연료 충전설비 (예: CNG)의 안전 요구조건보다 더 안전한
혹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음.
--ISO/TS 19880-1: 2016은 ISO/TS 20100: 2008을 대체 (supersede)하고 유럽의 EU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Directive에 의한 충전소 보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다음 그림에 ISO/TS 19880-1: 2016에서 다루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전체 설비와 부분 설비를 나타내었음.
그림 5.

수소충전소의 전체 설비

Accumulator
Compressor
Storage
Hydrogen
production unit
Hydrogen trailer

* 자료, ISO TC 197, Progress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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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소충전소의 부분설비

Temperature Sensor

Breakaway

Vehicle fuelng receptacle

Nozzle+communication

Drepenser+PLC

Hose

Pressure Sensors
Moter

Fuel line
Concrete fuelng pad
Cooling block

TPRDs
Temperature+Pressure
Sensors Regulators

Vehicle
CHSS

* 자료, ISO TC 197, Progress report, 2014

--ISO 19880-1을 제정하기 위한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음.
＊Published ISO/TS 19880-1: July 1, 2016
＊Passed CD ballot: June 2016
＊19880-1.2 (2ndCD) circulation for ballot: Q1 2017
＊DIS released for ballot: October 2017
＊FDIS released for ballot and submit for IS publication: Q1 2018
--최근 회의 중요 결정 사항
＊소형 차량을 위한 연료의 충전 (smaller vehicle storage vessels) 및 비 냉각, 저속 충전 (Out-ofbounds, non-precooled dispensing)을 위한 기술의 안전기준 설정 필요
＊충전 프로토콜(fueling protocol)에 대한 새 표준 제안
＊신규 표준문서 (ISO 19880-7)를 목표로 초안의 준비는 WG 24에서 다루되 NWIP의 향후 진행 등에 관
해서는 WG 24 2017년 6월 회의 에서 협의
--NWIP, Fueling protocols의 활동
＊Proposal for development of ISO 19880-7
＊Options for route forward: Part of WG24 / New WG
＊Areas to cover
•Light duty vehicle fueling (align with SAE J2601, JPEC-S0003, HyTransfer, etc)
•Heavy duty vehicle fueling
•Small vehicle fueling (scooters, motorbike etc.)
•Cryo-compressed
•Addition of protocol qualification requirements
•Addition of protocol specific acceptance tests
＊Draft proposal to be prepared for discussion in June WG24 meeting
＊NWIP to be put forward following discussion within WG24 in June
●●WG27(ISO 14687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WG 27은 현재 발간되어 있는 아래의 3가지 표준을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이라는 신
규 명칭으로 하나의 표준 즉 ISO 14687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로상 차량용 및 정치형 PEMFC에
사용되는 기상 수소 그리고 내연기관, 제트엔진, 로켓트 엔진 등에 이용되는 액상 수소의 불순물에 대한
최소 안전 한계 값(Threshold spec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통합된 단일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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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687-1 Hydrogen quality (Grade A, B, C) for applications except for PEFC
＊ISO 14687-2 Hydrogen quality (Grade D) for PEFC for road vehicle
＊ISO 14687-3 Hydrogen quality (Grade E) for stationary PEFC
--또한 이 한계 값은 수소의 생산이나 공급(수송)방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값이어야 하고 수소의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격을 가져야 함.
그림 7.

ISO 14687의 제정 방법

--ISO 14687의 범위 (Scope):
＊PEM fuel cell applications for road vehicles
＊PEM fuel cell applications for stationary appliances
＊All applications except PEM fuel cells
--ISO 14687 의 내용구성도
그림 8.

--작업반에서 다룬 주요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본은 수소의 불순물의 종류를 13개로 지정하여 관리함. (JARI의 표준 셀을 적용하여 불순물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 소개)
＊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순물의 농도를 Threshold 농도의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 (CO 0.1 ppm, 황 0.001 ppm, 연료전지 자동차 적용 수소순도 9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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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는 심각한 유해를 주는 불순물이나 0.1 ppm 이하에서는 표준 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소의 품질은 통합된 문서의 표1에서 타입 별, 그레이드, 카테고리의 순으로 분류함.
＊ISO 14687의 내용(scope)에서는 수소의 품질을 도로용 차량을 위한 PEM 연료전지, 정지형 PEM 연료
전지, PEM 연료전지를 제외한 연료에 대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게차(forklift)를 위한 수소품질 기준의 포
함 여부는 논쟁 중이며 로켓 추진을 목적으로 한 액체 수소연료 품질은 표 1에서 취급
●●WG28 (ISO 19880-8 Hydrogen fuel-Quality verification(Quality control))
--WG 28은 PEM 연료전지 자동차용 연료로 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의 품질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
여 Hydrogen Quality Control에 관한 표준, ISO 19880-8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소품질에 관한 위의 두 국제표준 (ISO 14687, ISO 19880-8)은 ISO 19880-1 (WG 24)과 연계되어 다음
과 같은 일정으로 제정될 예정임.
그림 8.

--현재까지 있었던 작업반 회의에서 다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SO 19880-8의 기본 내용은 ISO 14687-2:2012에 수소품질 기준 (H2 specification)을 개정
＊ISO 19880-8은 ISO 14687 및 ISO 19880-1의 스케줄과 공조하면서 진행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 산업이 성숙단계에 있어서 ISO 14687-2에 정한 수소의 불순물과 그 농도
에 대한 기준은 기술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FCEV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의 유해한계 (detrimental effect)
•초 저농도 불순물의 분석기술
•분석을 위한 정제, 시료채취, 분석기술 등
＊CO, H2S,NH3주요 불순물에 대하여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수소품질에 대한 표준안 마련 중.
＊수소연료에 포함된 먼지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에 대한 사항은 ISO 14687-2, ISO 19880-1, ISO
19880-8 세 개의 문서에서 다루어져 있으나 향후에 이들을 한 개의 표준으로 통합할 계획
＊유럽은 2017년 12월까지 야외 수소 충전소의 위치, 수소품질사양, 연료 충전 알고리즘, 장비에 대한 단
일 안을 마련할 예정
＊유럽은 ISO 19880-2와 ISO 14687-2를 참조하여 2018년에 수소품질에 관한 CEN표준을 제정할 예정임.
(CEN TC 268 WG 5 NWIP) CEN표준에서는 수소품질 확인을 ISO 19880-1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
나 directive의 annex 2의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 할 수 있음
＊수소품질의 위험성평가가 중요함, 주요 농도 기준안에 불순물의 농도가 존재 하여야 하며 사고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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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자동차회사와 논의할 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유럽에서 정리하여 발표
＊위험성 평가의 예 SMR+PIPELINE+HRS에 대하여 사고 확률 평가, 차량에 대한 충격에 대한 심각성, 허
용기준 마련, 사고를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기 위한 장애요인 정의, 사고 위험성 평가 후 중요한 주요
불순물 정의 순으로 위험성 평가의 예를 설명
＊ISO 14687-2에 정해진 각 불순물의 농도에 대하여 각 연료공급 라인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에 대하여
발생 등급을 0, 1, 2, 3, 4으로 정함 (Severity Level)
＊EIGA의 Risk Assessment에 의한 Severity Level
•Severity Level 4 (Probability per 1 refueling - Frequent: Often)
▶ Irreversible damage
▶ Requires major repair
▶ Power loss or car stop that compromises safety
•Severity Level 3 (Probability per 1 refueling - Frequent: Possible: 10-4)
▶ Reversible damage requires specific procedures and immediate maintenance.
▶ Gradual power loss that does not compromise safety
▶ (Remove references to car stop)
•Severity Level 2 (Probability per 1 refueling - Frequent: Rare: 10-5)
▶ Reversible damage
▶ Requires specific procedure
▶ Light maintenance
▶ Car still operates
•Severity Level 1 (Probability per 1 refueling - Frequent: Very Rare: 10-6)  
▶ Minor impact
▶ Temporary loss of power
▶ No impact on hardware
▶ Car still operates
•Severity Level 0 (Probability per 1 refueling – Practically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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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 작성대상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 작성대상
●●(수소제분야조) 수소제조분야는 연료로서 사용되는 수소를 제조하는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물 또는 화석
연료의 분해를 통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모든 설비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화석연료(천연가스, LPG,
나프타 등)를 개질하는 방법과 태양광에 의한 방법,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됨.
그림 9.

수소 제조방법의 분류

●●(수소저장분야) 수소저장분야는 크게 수송용 수소 저장장치와 고정형 수소 저장장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소
저장기술에 따른 분류로는 수소의 압축이나 액화에 의해 수소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과 비가역적인
수소저장물질에 의한 화학적 결합에 의한 저장, 가역적인 수소저장합금 또는 고체물질에 가스 상태의 수소를
흡착하는 물리적 결합에 의한 저장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10. 수소저장기술 분류

●●(수소 충전소 분야) 수소충전소는 수소제조 방법에 따라 화석연료(천연가스, LPG, 나프타 등) 개질형 수소충전
소와 물의 전기분해,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서부터 수소를 제조하여 충전하는 수소충전
소로 구분하며, 수소 저장/충전의 형태에 따라, 가스 수소충전소와 액체 수소충전소로 구분됨. 또한 수소제조를
충전소 현지에서 하는 On-site방식과 그 외 대량 생산한 수소를 활용하는 Off-stie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음. 이러
한 수소 충전소를 이루는 부대설비로는 개질기, 수소분리 및 정제, 수소저장용기 등이 포함됨.

국제표준 국내도입 현황
규격번호/제정년도
KS B ISO 13984/2004
KS B ISO 14687/2004
KS B ISO 15916/2004
KS B ISO 13985/2009
KS B ISO 17268/2006
KS B ISO 161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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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소연료-제품규격
수소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액체수소-육상차량용 연료저장용기
육상차량용 압축수소 충전 접속기기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 작성대상

5. 향후과제 및 시사점
국가표준 개발 전략대상
●●수소제조
--수소생산방식(전기분해, 화석연료 개질, 열분해 등)에 따른 부품성능평가 및 수소연료품질
--수소연료 사용에 따른 수소연료품질 평가  
●●수소저장용기
--350bar급 및 주변장치 성능평가
--700bar급 및 주변장치 성능평가
●●수소안전
--수소제품 인증기준
--수소제조 및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국내 COSD 및 간사기관의 표준화 활동 활성화
●●국내 수소기술 관련 국내간사기관과 COSD(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량 및 활동 지원 강화
--국내 수소기술 관련 국내간사기관과 COSD(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량 및 활동 지원 강화
●●수소기술관련 국가 R&D와 표준화 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제표준활동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TC197) 공동 대응, 기술표준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한 한중일 표준협력 강화
●●수소기술분야 한중일 표준협력 강화와 기술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 워크샵 및 MOU 체결 확대
--「한중일 수소기술분야 국제표준 워크샵」매년 개최
--민간기관간 MOU 체결 확대

수소기술 표준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체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 분야 표준 아카데미 운영
--관련 기업에 종사했던 퇴직자를 대상으로 표준 재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으로 연결
●●수소기술관련 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참여한 업체는 졸업생을 채용

시사점
●●수소기술관련 국내 핵심기술을 규격화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키는 국가 주도의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
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전략적 선점필요
●●수소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 Pool을 구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국
내 기업의 의견 반영 및 기술적 우위 확보필요
●● 국제표준화 활동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 수소기술관련 표준기관의 지원강화 필요
●●수소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표준전문인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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