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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뉴사우스웨일즈 주(NSW)는 태양열과 풍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재생 에너지와 양수발전 (pumped hydro)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최근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비용이 급속히 절감되면서 NSW주는 글로벌 에너지 

분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NSW주는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대규모 생산 및 유통 단계, 양쪽모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을 낮추고 NSW주의 에너지 부문의 탈 

탄소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다른 산업 부분에 공급함으로써 NSW주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탈 탄소화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NSW주의 

재생가능한 자원과 저비용 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 간의 커플링 효과를 만들어 낼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Power-to-X(P2X) 산업은 이러한 잠재력을 보유한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P2X 기술은 저비용 재생 에너지 및 기타 풍부한 자원 또는 

폐기물 자원을 사용하여 그린 수소, 암모니아 및 합성 탄화수소 같은 

청정 연료 및 화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P2X는 청정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그린 수소로 변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변환된 그린수소는 청정원료로 바로 사용되거나 다른 전력 연료, 

화학 물질 및 그린 상품을 생산하는 보조공정을 위한 공급 원료로 

사용됩니다. P2X패스웨이(그림 A)는 탄소의 순환 고리를 멈추고 

산업전반에 걸쳐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대체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항공 및 해상 운송처럼 탄소배출량이 높고 

탄소배출감소가 어려운 일부 산업의 경우 P2X는 제한적인 대안들 

중에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탈 탄소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2X 제품들은 호주의 재생 자원들을 상품화하고 해외시장에 안전

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뛰어난 에너지 

운동체들입니다. 

호주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은 지역의 역량과 수용력을 개발하기 

위해 모두 수소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의 수소산업을 

통해 호주는 저 비용 전기와 수소 가치 사슬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 중요한 글로벌 생산국이 될 것이 유망합니다. P2X산업은 

NSW주에 수소를 너머 다가올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재생가능한 

전기, 그린 수소 및 폐기물 자원들을 변환하여 다양한 청정 전력 

원료, 화학물 및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P2X산업의 발전은 지식 공유, 재배치가능한 기술, 집계된 수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소 경제를 보완하고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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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P2X 경로는 섹터 커플링과 뿌리 깊은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력 연료의 다운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은 P2X 기술을 사용하여 탄소배출고리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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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X의 잠재력을 인식한 UNSW 시드니는 NSW 수석 과학자 및 

엔지니어 사무실(NSW OCSE)을 대행하여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NSW주가 미래의 P2X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독립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산업 중심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다른 P2X 산업들의 

기술적 경로를 평가하고 사전 기술-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NSW

주에서 대규모의 P2X 생산을 위한 유망 로케이션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NSW주는 주정부가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모든 성공적인 요건

들을 갖추고 있는 P2X에 투자하기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기존하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P2X제품 수요, 재생 에너지 존(REZs)및 대규모 전기 인프라들이 

생기면서 낮아진 전기 비용, 특별활성화 구역(SAPs) 및 수소 

허브들의 계획 편성과 신속한 배치, P2X기술관련 세계최고의 

연구 개발 역량 및 NSW주정부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NSW주와 호주에 기술 활용 신산업으로서 P2X를 배치하는 것은 

각 기술적 경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런 P2X

제품들에 대한 로컬 시장 규모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를 

비롯해서 NSW주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P2X기술, 개발 상태 및 

비용, 화석 연료와의 가격 동등성을 위한 주요요인, 적용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려한 이런 P2X경로들은 전력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 (Power 

to Hydrogen), 암모니아, 메탄, 메탄올, 합성 가스 외 기타 다양한 

경로들을 (P2G 방식)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Power to Hydrogen)은 모든 P2X 기술 경로의 기본 단계이며 

기술적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NSW주와 

호주에서 발명한 혁신적인 P2X기술들 중 일부가 성공적으로 

상용화 되었으며 산업적 적용과 대량생산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규모 P2X생산을 위해 유망한 NSW 로케이션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P2X허브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및 공급원료(예, 수자원)의 접근성, 기존의 

중공업 및 새로운 산업 구역 계획, 국제 시장을 위한 수출 잠재력 

등의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행된 질적 평가를 통해 일라와라(Illawarra), 헌터(Hunter), 

파크스(Parkes), 와가 와가(Wagga Wagga), 더보(Dubbo) 및 

배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 여섯 곳이 일차적인 NSW P2X 

허브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림 B)

NSW P2X 허브를 위한 3단계 산업 개발 기회가 제시되었습니다. 

1단계(Tire 1)은 철강 및 화학 생산과 같은 중공업의 친환경 제품 및 

원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Tier 2)는 운송업, 광업 및 공정 

산업을 위한 전력 연료에 중점을 둡니다. 3단계(Tier 3)는 P2X 

마이크로 허브들을 분산하여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 및 2단계 산업들과 선정된 NSW P2X허브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타당성 평가는 

현지 그린철강 생산을 위한 일라와라의 P2H(P2수소), 일본 수출을 

위한 헌터의 P2암모니아, 내륙 철도용 P2연료 및 파크스의 화학

제조를 위한 P2메탄올 등의 4건의 N2X 허브 비즈니스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각 P2X 허브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 원료 요건, 

P2X프로젝트 및 인프라 비용, 전기 및 P2X 제품 가격 예상의 

모델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지지했습니다.   

†

본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NSW의 P2X기회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50인 이상의 개인과 조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NSW주와 호주연방정부의 

P2X 가치사슬에 속하는 주요 플레이어들과 미래 참여자, 로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NSW연구 및 기술 발명가, 글로벌 

P2X공급망, 다국적기업 및 NGO들을 포함한 지역 산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NSW주가 글로벌 P2X리더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전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NSW주의 

P2X경제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포착하기 

위해 산업계, 연구 및 정부 전반에 걸쳐 40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NSW P2X 컨소시엄을 설립했으며 컨소시엄의 네트워크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인사이트와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NSW 

P2X경제를 위한 역량과 수용력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안했습니다. 

1.  기술 발전과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 연구 및 정부의 협업을 

위해 핵심 조정자 역할을 하는 P2X 혁신 네트워크를 

공식화합니다. 

2. 상용화 기반의 R&D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발명가 및 

최종 사용자에게 연구 인프라, 전문 지식 및 자원을 지원하는 

P2X R&D 상업화 허브를 설립합니다. 

3. 상업적 규모의 기술 채택의 물꼬를 열어줄 시범 프로젝트 및 

타당성 조사 같은 초기 단계의 P2X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개시합니다. 

4. 투자 신뢰 구축을 위해 P2X제품의 수출기회를 파악하고 

장기적 대규모 생산을 위한 오프테이크 계약을 모색합니다. 

5.  태양광 PV의 산업적 변형 및 시행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재현하는 현지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6.
 
생산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직으로 통합된 P2X 가치 

사슬 및 로컬 제조 역량을 구축합니다.   

7.

 

NSW P2X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을 위한 

P2X 에코 산업 구역 을 개발하고 중앙집중식으로 배치합니다. 

다른 기술 주도적 산업 혁신과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과 상용화는 

NSW주에서 풍요로운 P2X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및 산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P2X 기술 경로 

및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 

조사는 NSW주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그리고 탈탄소화 혜택을 

실현하기 위한 BSW주의 P2X잠재력과 기회를 조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NSW P2X의 시작점입니다. 

*  본 사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로케이션 분석은 전 지역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가 아니며 NSW주 내에는 P2X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유망 지역들이 있습니다. 

†  제안된 위치에 대해 광범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추가 이해 관계자 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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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나타냅니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가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불확실성이 더 높지만, 이해관계자의 기여도가 더 높아진다면 시행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공급원료 기존 산업 분석 Tier 1 & 2 기회 분석 Tier 1 & 2 기회 분석 Tier 3 기회 분석

위치(Location)
기존 중공업/  
경공업 산업

재생 가능한 전력
수급 여부

경수 공급원료
수급 여부

P2X 중/경공업의
탈탄소화 기회

항만 인프라 접근성 마이크로 P2X 경제  
개발 기회

일라와라 - 숄헤이븐
Illawarra – Shoalhaven

헌터
Hunter

파크스
Parkes

파크스에는 2개의 주요 저수지

(부렌동과 와이안갈라)가 있지만

이 지역은 가뭄이 잦은 편입니다.

파크스는 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내륙철도’의 인터모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내륙철도와 광산운영에

전력연료를 적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륙철도를

전력연료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이 있습니다.

와가와가 지역은 대규모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력 연료를

가열 및 운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 및 물류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보에는 광산분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채굴작업은 P2X적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물 및 물류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및

에어로트로폴리스

항공 산업 및 에어로트로폴리스는

전력연료 적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물 및 물류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가와가
Wagga Wagga

더보
Dubbo

배저리 크릭
Badgerys Creek

그림 B: 잠재적인 P2X 기회 개발을 위해 선택한 위치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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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wer-to-X 소개 

클린 테크놀로지를 통해 탄소 무배출을 달성하는 것은 NSW경재의 

탈탄소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증가,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부인할 수 없이 전기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NSW주의(그리고 호주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촉진하고 동시에 

다운스트림 전기 소비자들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NSW주의 전기공급의 21%는 재생자원으로부터 공급되며 

FY2020-21년 평균 도매 가격은 ~$70 MWh-1입니다. 

(호주의 다른 주와 영토 중 가장 높은 도매가격임) 향후 10년 

이내에 12GW용량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다섯 개의 

신재생에너지 존(REZs)이 도입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도입은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간헐성 및 제한된 가용성, 그리드 연결 및 후속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한계에 달하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REZs를 

비롯하여 주의 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의 다른 요소들이 (배터리 

양수발전 같은) 스토리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런 솔루션들은 크게 현장, 규모 및 기간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추가적인 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Power-to -X(P2X)는 신재생 에너지를 산업용 

공급원료 및 연료로 쉽게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화학적 에너지 

운반체 (‘X’로 통칭함)들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술들을 

포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잠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핵심적인 환경적 이점으로써 물과 특히 

이산화탄소(CO2) 및 NOX 처럼 ‘풍부하고’ 때로 ‘폐기배출물’인 

분자들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P2X는 간헐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현재는 화석 연료 자원에서부터 

생산되는 연료와 화학물들을 생성합니다. P2X는 때로 연결 문제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이 겪는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P2X의 채택은 재생 에너지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현재 산업 부문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CO2 배출량의 40%에 대한 

책임이 산업적 배출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5 따라서 과도한 개조 없이 산업 부문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NSW주의 재생 가능 P2X 경제가 재생 가능 전기를 화학 물질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기간내에 

즉각적인 호주의 재생가능성 잠재력을 실현할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P2X 는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2X를 통해 NSW(및 호주)는

산업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연료를 현지에서 제조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후의 규모 확장을 통해 이런 

전력 원료를 아시아태평양 및 EU의 기존 무역 파트너들에게 

수출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P2X 경제의 주요 이점은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고 외진 곳에 있는 

재생가능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에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P2X산업에 필요한 

지원 인프라와 기술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와 국가를 위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NSW 주정부는 재생 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다시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초기 단계의 투자들은 

NSW주가 저 탄소경제로 전환하는 변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P2X의 한가지 핵심 기술은 수질 전분해를 통해 수소(H2)를 생성

하는 것이며 이후 (하버-보수, 메탄화, 메탄올 합성 같은) 이차 변환

기술을 통해 암모니아 및 탄소 기반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기 분해로 수소(H2) 생성하기는 이미 잘 확립되어 있으며(TRL 9), 

최근 여러 대규모 전기분해 프로젝트(> 1GW)들이 발표되었습니다.6-9  

이와 유사하게, (i) 수소H2 와 이산화탄소CO2, (ii)수소 H2 와 

질소(N2)의 결합을 공기에서 분리하여 메탄(CH4,기술 준비 수준

(TRL) 8-9), 메탄올(CH3OH, TRL 5-7)및 암모니아(NH3,TRL 5-7)를 

생성하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분해(TRL:3-5)를 이용한 직접적인 암모니아 합성, 

과산화수소 및 옥시하이드로카본 생산과 같은 새로운 P2X 경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1.1. 왜 Power-to-X인가?

현재 거의 모든 산업용 공급원료와 연료는 화석 연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끊임없는 환경 발자국의 증가로 

이어지며 기후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능하게 하는 

Power-to-X 경제에 이상적인 기회를 제시합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P2X는 물, 공기중의 질소(주변 공기의 78%는N2)와CO2(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30 Gt의 CO2 yr-1가 방출되고 있음) 나 직접

적인 공기 포집처럼 자연적으로 풍부한 분자들을 가치 있는 상품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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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프라 내에서의 통합

대부분의 P2X 제품은 화석 연료로 생성한 것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따라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흥 P2X 

산업은 스토리지, 운송 및 활용을 위해 이미 성숙된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P2X 경제는 호주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언스트 앤 영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1달러 투자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1달러 투자 보다 3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11 또한, P2X 기반 수소를 통해 그린 철강 

생성 및 암모니아 생산으로 전환함으로써, 호주 (및 NSW)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인력들이 큰 일자리의 손실 없이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도 포함됩니다 12 최근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호주 수소 수출 산업만으로도 2050년까지 최대 

16,900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3

 

1.2. P2X타당성의 동인 

P2X 실현가능성의 핵심 동인은 저가전기와 전기분해장치 자본 

비용입니다. 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확실히 전기발전 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저 비용 에너지를 하루 중 더 긴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높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수용력 

요인)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태양광 PV와 풍력기반 전력 

생산비용이 2010년이후 각각 82%와 32% 감소했으며, 태양광과 

풍력 양쪽 모두에서 수용력 요인이 >30% 증가했습니다. 14

추가적으로 전기분해장치 가격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분해장치 제조업체는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40%에서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80%까지 자본 비용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15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전기분해장치 제조업체인 Nel은 

최근 메가자동화 제조 시설로의 전환이 완료되면 전기분해장치 

비용을 75%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6 

동시에 이러한 개발은 비용 경쟁력이 있는 P2X, 특히 H2 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발전의 경우 호주,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2-4 kg-1 로 가격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2030년 정도로 이른 시기에 화석 연료 기반 

수소 비용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7 이러한 저비용

H2는 전력 연료 및 기타 화학 물질로 차후 변환하는데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린 재생 연료와 화학 물질은 경제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공급망을 크게 수정할 필요 없이 가스 네트워크, 항공, 철강 제조 

및 비료 생산처럼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어려운 산업을 탈탄소화 

하기 위한 (낮은 재생 가능 수소 가격에 달린)저비용 전략을 

나타냅니다.

P2X 기술에 대한 NSW의 투자는 결과적으로 수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술은 다른 단계들로 (그림 1) 

Tier 1 은 암모니아 생성(Haber-Bosch), 철강 제조, 시멘트 제조 

또는 천연 가스 그리드에 주입과 같은 기존 중공업에서 수출 또는 

활용되는 수소와 함께 대규모 수소 전해질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Tier 2에는 H2를 로컬용 메탄올, 메탄 또는 

syngas와 같은 그린 벡터로 변환할 수 있는 추가 P2X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개발이 포함됩니다. Tier 3은Power-to-X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50년까지 세계가 저탄소 경제를 중심축으로 재편됨에 

따라 NSW주가 P2X 연료의 대량 적용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빌딩 블록을 구축하는데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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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른 최종 사용자 그룹에 따라 분류한 P2X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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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NSW의 Power-to-X 인가?

미래의 P2X 산업을 구축하려면 해당 기술 공간에서의 즉각적인 

목표를 가진 조직화된 투자가 필요합니다. NSW주는 미래 수소 

경제를 위한 모든 성공적인 조건들과 P2X개발을 주도할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 NSW에 의한 탈탄소화 및 경제적 기회의 우선순위 책정

P2X 기술과 이러한 P2X기술이 활성화하는 산업들은 NSW주의 

경제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경제로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선별되었습니다. 특히 주의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한 계획 및 

NSW주의 경제 전략인 NSW주의 탄소중립 (Net Zero Plan)과 

NSW주의 2040 경제 청사진에 의해 수소가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NSW 탈탄소화 혁신 연구 2020은 매 2년마다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NSW주의 탈탄소화 여정의 도전과 기회를 검토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NSW주의 P2X의 

탄소배출 감소 및 경제적 기회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65가지 경제적 기회 중 상당수는 P2X 기술 및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산업에 적합한 에너지 운반선과 공급원료

로서 P2X 제품은 NSW주 경제의 전기, 운송, 건설 환경, 농업 및 

중공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P2X 기술은 NSW주가 

경제적 그리고 탈탄소화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채택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NSW: 청정 에너지 초강대국(산업 기회)’ 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NSW 전력 인프라 로드맵의 핵심 구성 요소로 NSW주의 에너지 

계획을 요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NSW 정부에 저비용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개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다양한 미래 산업 중 대부분은 

그린 수소, 강철, 알루미늄, 암모니아,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 합성 

연료 및 저공해 운송을 포함한 P2X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 P2X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NSW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상당한 규모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SW의 그린 철강 산업 생산량이 1퍼센트씩 

증가할 때마다 연간 최대 2,700만 달러의 수익과 임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2.2. 청정 동력연료의 시장 성장

현재 전 세계 수소 수요는 7천만 톤이며, 대부분 석유화학을 

정제하고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가 에너지, 

운송, 건설 환경, 농업 및 산업 부문을 위한 저탄소 전력 연료로 

널리 채택되면 전 세계 수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국제 에너지 기구, 산업 및 투자자들이 성장 예측 전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13,15,17-20 일부 시나리오의 모델링에서는  

2050년까지 수소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4퍼센트를 차지하며 

국제 수소 수요가 6억 9,6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 

전기화 가능성이 낮은 모든 부문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수요는 13억 7천만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주는 점점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부응하는 주요 수소 생산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소전략에 의하면 호주는 

최소한 연간 1 억 톤의 석유 생산에 해당하는 수소 생산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지역적으로 NSW주 또한 상당한 수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NSW 정부는 2030년까지 가스 네트워크의 최대 10%는 

수소라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현지 시장에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것을 시사합니다. 호주 최초이자 최대 상업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웨스턴 시드니 그린 가스 프로젝트는 NSW 주거용 

지역 가스 유통 네트워크에 수소 주입 및 혼합 시범사업을 

진행중입니다.22

수소 외에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NSW주와 

호주에서 다른 P2X 전력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항공 및 해양산업처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려운 

운송 산업분야에서는 연간 ~3,000 킬로 톤 (kt) p.a.에 달하는 P2X 

연료가 필요합니다.23,24 이러한 수요는 가스 혼합 등의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여 2030년에는 400ktpa의 수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정부의 강력한 제조 기반과 P2X 제품 해외 

수출의 상당한 경제적 이점이 뉴사우스웨일즈의 향후 P2X 수요를 

주도합니다. 또한 NSW주의 P2X 경제는 연료 및 화학 제품의 해외 수

입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수지와 에너지 안보를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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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청정 에너지 초강대국(산업 기회)’



포트 뉴캐슬-헌터 수소 허브. 헌터와 뉴캐슬 지역은 광업 및 

제조 산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공업 기지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 수소 생산의 성장을 위해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에스테이트, AGL, APA 및 ITM 전력이 

참여하는 20 억 달러 규모의 헌터 수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개발 단계의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캐슬 항구는 연간 4,400척 이상의 이동 선박과 1억 6,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트 켐블라-일라와라 수소 허브. 포트 켐블라 산업 구역은 

수소 생산, 운송 및 활용 그리고 100년 이상의 중공업산업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코어가스, 

블루스코프 스틸, 울릉공 폐수 플랜트,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탈라와라 수소/가스 발전소, 스쿼드론 

에너지의 수소/가스 스테이션 계획 및 오션엑스(Oceanex) 

에너지의 해양 풍력 발전 단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소 공급망 

사업자들과 고객의 본거지입니다. 포트 켐블라는 호주 동부 

해안의 주요 산업 항구로 국제 시장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NSW주에서 가장 선진적인 두 개의 REZ, CWO REZ와 뉴 잉글랜드 

REZ는 NSW 그리드에 새롭게 11 기가 와트의 용량을 추가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두 REZ는 시장진입을 완료하고 

산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곧 세부 계획 및 설계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NSW주정부는 CWO와 뉴 잉글랜드REZ의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최근 

NSW REZ의 산출을 이끌 NSW 에너지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NSW 수소 허브 외에도 여러 특수 활성화 구역(SAP)들이 수소 및 

P2X 산업을 위한 유망 지역입니다. SAP는 선거구 계획 및 새로운 

산업 개발을 위해 채택한 NSW주의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NSW주정부는 6개의 SAPs를 발표했으며 지역 일자리 

성장 지구로서 4개의 새로운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NSW주정부의 조정 계획 및 투자 서비스를 받습니다. 42억 달러 

규모의 스노위 하이드로 레거시(Snowy Hydro Legacy) 펀드의 

지원을 통해 이 SAPs는 공공 기금 연구, 신속한 계획 승인,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및 공유 인프라 투자를 통한 위험 회피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SAPs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강점과 

기회를 통해 어떻게 수소 및 P2X 프로젝트를 새로운 산업 구역 

개발에 통합할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NSW주정부는 대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최초의 수소 허브 

유치지역 2곳을 확인했으며 개발을 위해 최소 7천만달러의 자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두 곳의 수소 허브 모두 P2X 산업 개발을 

위한 계획된 REZ, 산업 구역 및 기존 수소 공급망, 심층 항구 및 

물류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3. 지역 화학 산업의 기존 수요 

화학 산업은 식품 및 농업, 첨단 제조, 의료 및 제약, 재생 에너지 및 

광업처럼 호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인풋을 만듭니다.25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제조 부문인 

화학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280억~380억 달러를 차지하며 5,500개 

이상의 기업과 211,82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2017-2018년 기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26 NSW주에서는 화학 제조 산업이 최대 113억 

달러의 주익을 창출했으며 NSW주는 호주의 화학 산업 인력

(2017-2018)의 3분의 1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26 화학 부문은 

호주의 111개 산업 중 109개 산업에 대한 거의 모든 제조 가치 사슬 

및 공급망 의 핵심 원동력입니다.27 호주 및 NSW주의 화학 제조 

산업은 화석 연료 공급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및 원유 

공급 원료의 약 75 %를 수입합니다.(2017-2018).28 이때문에 심한 

유가변동의 영향아래 이 분야 산업의 번영과 글로벌 탈탄소화로 

나아가는데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호주와 NSW주의 화학 산업은 재정적, 환경적 이유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NSW

주와 호주의 화학 산업에서 P2X의 기존 수요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NSW주의 화석기반 암모니아 제조 산업(즉, 오리카쿠라강 

섬 시설)은 현재 360,000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질산암모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29 NSW주에서 P2X 

를 개발함으로써 생산 비용적 측면과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의  

embodied carbon(건축물의 생애 주기동안 발생하는 탄소량)측면

에서 보다  통제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화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차세대 청정 화학 산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요 화학 물질과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양쪽 모두에서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화학 산업에 대한 P2X의 수요는 크게 증가

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0 이는 다른 지역들 및 국가들이 화학 및 제조 산업을 

탈탄소화할 수 있도록 NSW주의 P2X수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2.4. 전기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구역 

2.5. 수소 허브 및 특별 활성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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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X 제조는 에너지 집약적이며 전기 가격은 화석 연료와 비교해 

P2X 제품의 비용경쟁력(P2X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 

변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NSW주는 광범위한 태양열 및 

풍력 자원 (그림2)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새롭게 12 기가 

와트 용량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가동될 

것입니다. NSW주의 재생 가능 발전 프로필은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심층 에너지 저장 같은 수력 발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NSW주는 

전국 에너지 시장(NEM)에서 가장 강력한 송전 및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역량 부족 신고가 가장 적습니다. NSW

주의 전기 네트워크는 전송 확장 및 상호 연결 프로젝트들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NSW주의 발전 계획과 대규모 

전기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는 이러한 재생 가능 자원을 미래의 

P2X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로 전환할 

것입니다.

NSW 정부의 전기 인프라 로드맵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 전기 

시스템의 현대화 그리고 산업 및 주거용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비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주정부의 

계획을 제시합니다. 로드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전기 인프라 투자 

보호장치는 가변적인 재생 에너지, 장시간 에너지 저장 및 NSW

주의 역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투자인수를 하고 재생가능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greement, 구매자가 생산자의 미래 생산량의 일부를 구매하는 

계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P2X투자자들에게 강력한 투자 

신호를 보내고 NSW주로 투자를 유치하여 저비용 전기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 존(REZ) 이니셔티브의 선도자로서 NSW주는 가장 

선진적인 REZ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호주 

최초의 REZ가 NSW주에 배치될 것입니다. NSW 전기 인프라 

로드맵은 REZ 개발에 대한 NSW주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NSW의 

중서부 오라나 REZ (CWO REZ), 뉴 잉글랜드 REZ, 남서부 REZ, 

헌터 - 센트럴 코스트 및 일라와라 지역인 5 개의 REZ를 

우선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REZ입지들은 뛰어난 에너지 자원, 

기존 그리드 인프라와 근접한 거리, 민간 부문의 기존 투자자 보유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REZ들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결하기위한 충분한 그리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NSW의 다른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P2X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 

예를 들어, 와가 와가 SAP는 대규모 태양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복합 화물 및 물류 허브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산업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크스 SAP는 국립 물류 허브의 본거지로 

호주의 중추적인 철도라인인 인랜드 철도와 트랜스 오스트레일리아 

철도가 유일하게 교차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소 구동 철도 운송을 위한 급유 스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리 SAP는 농업 비지니스에서 가장 생산적인 곡물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쓰이는 친환경 암모니아의 수요가 

높습니다. 이러한 SAP는 기관 투자자와 업계가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P2X 공급망을 구축하기에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철도 운송망을 통해 호주의 다른 지역 및 

심수항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NSW주는 P2X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능을 갖춘 

뛰어난 대학, 연구 개발(R&D) 조직 및 기관을 유치합니다. 수소 

분야의 글로벌 혁신 리더로 인정받는 NSW주는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강력한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SW 주는 

R&D 본거지로 몇몇 대표적인 R&D기관들의 예만 들더라도 세계 

수소 경제를 위한 국립 ARC 교육 센터(GlobH2E), 업계 주도의 

수소 에너지 연구 센터(HERC) 및 뉴캐슬 에너지 및 자원 

연구소(NIER)등이 NSW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SW주의 산업 

R&D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술 및 기술 발명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P2X 기술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으며 일부 선도 

기관들은 상업적 규모의 기술 도입을 준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NSW의 우수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은 청정 기술의 상업화와 R&D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NUW 얼라이언스는 NSW 대학, 울릉공 대학 및 뉴캐슬 

대학에서 참여한 창립멤버들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기술에 

종사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한 호주 연구 집단을 

대표합니다. NSW주정부는 CSIRO와 혁신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발전과 수소를 포함한 NSW주의 신 산업 발전을 최우선 분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NSW주는 기술 혁신과 개발에서 튼튼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행계획: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전환하기 - NSW주의 

연구개발 가속화’는 연구 역량을 새로운 산업, 제품, 서비스 및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실행 

계획입니다.31  이 보고서에서 권장한 5가지 우선조치와 16건의 지원 

실행은 목표자금조달, 데이터 개통, 구역기반 투자 및 NSW

대학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P2X산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31

탄소중립 산업 및 혁신 프로그램 (the Net Zero Industry and 

Innovation program)하의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P2X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의 탈탄소화 원칙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러한 금융 패키지는 

새로운 P2X 산업 구축을 위한 조직적인 협력을 위해 NSW에 연구, 

산업 및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정기술 혁신 

프로그램은 동력원료에서 한 개 중점 분야와 수소관련 R&D 

프로젝트, 연구 인프라, 파일럿, 상업적 규모의 프로젝트 및 

표준이라는 다섯 갈래의 조직화된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상호보완적 스트림으로 NSW주의 P2X 혁신 생태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태계는 NSW주가 P2X

기술을 상용화하고 새로운 저탄소 배출산업 또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들의 탈탄소화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NSW주정부는 저탄소 배출 계획 및 인프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들이 2036년까지의 지역성장계획과 지속가능성 

개발을 통합했습니다.33 주 정부의 명확한 신호에 따라 지방 정부와 

시의회는 탈탄소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시는34 친환경 조치를 수립했으며 뉴캐슬 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기후 변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35 SAPs와 같은 

NSW주의 새로운 산업 구역 개발은 지속 가능성, 인프라 및 기술 

주도 투자를 중시하는 유엔의 생태 산업 단지 개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크스 SAP는 호주 최초의 탄소 

중립 구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 이러한 지역 

정책과 프로그램은 NSW주에 P2X 생산 및 활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계와 투자자들을 더욱 장려할 수 있습니다.

NSW주에서 제조된 P2X제품들을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존의 자유 무역 협정과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SW주는 

20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본거지이며, 이 상공회의소들은 여러 

다른 나라와 P2X 산업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SW주의 인구는 790만 명(2017/2018)으로, 거의 호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NSW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NSW주는 

전반적인 호주 인구보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거주자 비율이 

높으며, 이는 창의적 및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 연령의 보다 젊은 

인구층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숙련된 다양한 인재 풀은 

잠재적인 인력 측면에서 NSW주의 새로운 P2X 비즈니스 및 산업의 

미래가 유망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NSW주의 광범위한 해상, 도로, 철도 및 항공 운송 네트워크와 

정교한 물류 서비스는 P2X 제조 및 유통을 위한 완벽한 산업 

기반을 제공합니다. NSW주정부가 개발중인 8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파이프라인은 향후 P2X 공급망을 위한 추가적인 물류 및 

운송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SW주는 호주의 금융 동력입니다. NSW주의 경제는 역동적이고, 

다각적이고, 수준이 높으며 GDP(COVID이전)에서 지속적인 2.3%

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NSW주에는 호주에서 가장 큰 500

개의 민간기업 중 175개 기업과 60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이런 환경이 투자자와 산업계로 하여금 자신 있게 NSW에서 P2X

가치사슬을 시작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NSW주정부는 

최근 무역 및 투자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산업, 연구 및 정부를 

조직화하는 중앙 정부기관역할을 수행할 NSW 투자청(Investment 

NSW)을 설립했습니다. 

NSW주는 시장 근접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NSW주는 일본, 한국, 중국에 약 

76억 호주달러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37  이들 국가는 

에너지 수입국이며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 청정전력연료와 

화학물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규모의 경제이자 국가 총 탄소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32 하고 있는 NSW주는 저탄소 배출의 미래를 향해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NSW주정부는 2005년과 비교해서 탄소배출량을 35%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NSW탄소중립계획: 1단계 2020-2030(the Net Zero Plan)은 

2030년까지 35%라는 탄소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입니다. NSW

탄소중립계획은 검증된 차세대 저탄소 배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술 주도형 탄소배출감소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와 

탄소배출감축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의 우선분야를 제시합니다.

탄소중립계획(the Net Zero Plan)에 따른 연관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의 일환으로 NSW주정부는 청정 기술 및 탈탄소화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산업지원책으로 7억5청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패키지, 탄소중립 산업 및 혁신 프로그램(the Net Zero Industry 

and Innovation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및 혁신 

프로그램은 세가지 중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청정 기술 혁신 프로그램(1억 9,500만 호주달러): 첨단 청정 

기술의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신 저탄소 산업 재단프로그램(1억 7,500만 호주달러):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역량 강화를 통해 저공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고탄소 배출 산업 프로그램(3억8천만 호주달러): 기존의 

고탄소 배출 산업 시설들과 관련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시행합니다.

2.7. 탈탄소화를 위한 공공 정책 및 금융 패키지 

–

–

–

2.8. 비즈니스 인력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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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전환하기 - NSW주의 

연구개발 가속화’



그림 2: NSW 전역의 다양한 에너지 영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잠재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태양열 및 풍력 프로파일의 
집계를 50% - 50%의 점유율로 나타냅니다.

NSW 전역의 다양한 에너지 영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3.  P2X기술의 현재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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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재 글로벌 수소 가치 사슬. 수소의 수요와 공급은 연간 백만 톤(Mt)으로 표시되며 생산을 위한 공급연료의 수요는 에너지 면에서, 
석유 백만 톤과 동위(More)로 표시됩니다.  참고 : DRO는 수소를 사용한 직접적인 철강환원을 나타냅니다. CUS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H2는 활용과 저장을 위한 탄소 포획 화석 연료로 생성된 수소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나타낸 값은 2018년기준 추정 값입니다. 
이 이미지는 IEA에서 가져왔으며 모든 권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있습니다.18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가 에너지 감축이 어려운 산업들의 

심화 탈탄소화 및 그린 화학(즉 암모니아, 메탄올, 항공 연료 

등)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P2X는 산업분야간 

커플링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NSW주에 적합한 몇 가지 주요 P2X 기술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NSW주의 환경과 조건하에서 대한 각 기술들의 

현재 상황 및 비용, 타당성 및 적용성에 관한 주요 경제적, 기술적 

동인들을 요약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용 규모P2X

프로젝트는 부록 A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는 주로 암모니아 합성(55%), 원유 정제 

(25%), 메탄올 생산(10%)과 같은 산업 공정에 사용됩니다.38 더 

작은 규모에서 수소는 철광석 환원 및 폴리머 합성에도 

사용됩니다. 38

특히 에너지 생성을 위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연소수소가 대부분의 화석-기반 연료와 달리 유해한 

배출물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대체제로서) 열 적용 및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전기 에너지 생성 

양쪽 모두를 위한 역학 매개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응용분야의 공통점은 부산물이 열과 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소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청정 에너지 매개체 및 화석 연료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 1,500만 톤의 수소(그림4)가 

생성되며 7,500만 톤이 순수 형태로 암모니아 생성 및 석유 정제 

작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8 나머지 4,500만 톤은 

메탄올과 같은 화학 물질 및 연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합성 

가스(CO +H2)같은 가스혼합물로 사용됩니다. 이런 수소 수요는 

197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CAGR)은 4%

입니다. 18

탈탄소화의 촉매제로 수소의 가능성을 현실화는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수소는 화학 원료 및 지 

공급망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 때문에 점점 더 

많이 '21세기의 연료'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기후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에너지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2070

년까지 매년 500Mt의 H2 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3%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수소 생산력을 약 

5배로 늘려야 합니다. 19 

현재 상업적으로 생성된 거의 모든 수소는 화석 연료(~97%)를 

사용하여 생성되며, 특히 천연가스(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의 

6%)와 석탄(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2%)으로 생성됩니다.18 

물론, 천연가스를 이용한 증기 메탄 개질(SMR)이 수소 생산의 

주요 경로이며, 수소에 대한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높은 생산 수율 (하루 >500 t)과 

저비용 (US $ 1-3 /kg)때문에 인해 널리 채택되었습니다.18,21

3. P2X 기술 경로 

3.1 현재 P2X기술에 대한 개요 

.

그림 3: 수소로 확장 가능한 기회 네트워크

3.2 전력을 수소로 변환 (Power to Hydrogen) 

수소 시장 전망

탈탄소화 촉매

수소 생성 경로 - 블랙, 그레이, 블루 또는 그린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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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또는 재생 가능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를 활용하여 

순수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화학적 분할하는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그린수소”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현재 전 세계 수소 

수요의 ~1%에 불과하지만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연료 

전지 차량의 급유 스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소규모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장 가능한 수소 플랜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암모니아 및 기타 합성연료 생성을 위해 

그린 수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2070

년까지 재생가능한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수소가 전체 수소 공급량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린 수소 의 현재 비용은 USD $4 – 6/kg, 즉 화석 연료 기반 수소 

생성보다 2 ~ 3배 더 비쌉니다. (그림 5)17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2030년에는 화석 연료 기반 생성비용(<USD$2kg-1)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잠재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생성을 위해 매우 유리한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호주의 상황에서 현재 수소 수요는 대부분 암모니아 생성에 의해 

주도되며 연간 350,000톤의 H2를 소비합니다.13 이런 수소 수요는 

대부분 천연가스로 생성되지만, 가까운 장래에 재생 가능한 수소가 

보충되어 화석 연료로 파생된 수소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이미 자국의 에너지 및 산업 가치 사슬을 탈탄소화할 뿐만 

아니라 아태 시장과 그 너머의 시장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의 더 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다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잠재적인 "거대 수소 수출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9,40

이 신흥 호주 H2경제는 호주 경제에 최대 16,9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수만 개의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연간 26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3  미래의H2 수출 산업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산업대상 

수출만으로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22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500,000tH2-1), 2040년에는 57억 달러까지 수출규모가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41 호주의 수소 생산 능력은 유럽 

연합 국가들, 특히 독일과 두개의 다른 정부가 이 무역거래 사업성을 

탐구하기 위해 공동 이해 각서 체결하고 수행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통해 인정 받았습니다. 42,43

그림 6:  제메나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웨스턴 시드니 그린 가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가스 네트워크에 주입하기 위해 태양 /풍력 구동 전기 분해를 
통해 H2를 생성할 것입니다. (250가구를 위한 에너지- 용적 당~2%) 이 사이트는 또한 그리드 및 미래의 H2 급유 시설을 위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 
터빈을 통합할 것입니다. 이미지 제공: 제메나

뉴 사우스 웨일즈는 호주에서 개발 중인 수소 시장의 점유율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SW주는 또한 에너지 캐리어로써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한 재생 가능한 그린 수소의 사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림 6). NSW는 그린 강철, 알루미늄 

(예상매출: 도합 7천만 달러) 및 암모니아(1억 2천만 달러)의 

생산을 위한 (에너지 원  및 공급원료로서의)수소 생성에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잠재가능성 레버리지를 통해 근본적으로 

"청정 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44  NSW주에는  

이런 제조 시설들이 여럿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걸친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 연료 공정은 2018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

에 해당하는 8억 3천만 톤의 막대한 CO2 배출량으로 거대한 환경 

발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그래서 이러한 공정은 석탄, 천연 가스 및 기타 화석 연료 공급 

원료의 사용으로 수소를 생성하는 "블랙이나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생산방식으로 분류되며 대기에 추가되는 CO2 배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설을 수소 생산 중에 발생되는 탄소가 

포획되어 차후 지하에 저장되거나(CCS) 또는 활용되거나(CCU) 또는 

양쪽 모두의 방법이 적용되는(CCUS)로 “블루 수소blue hydrogen” 

공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소화 관련된 환경발자국을 절감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포집 및 저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IEA의 분석은 화석연료 기반의 H2 공장들을 CCS와 통합하기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CO2 1톤당 최소한 US$50의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8

또한 위치 특이성 및 환경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CS를 채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전과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림 5: 그린, 블루 및 그레이 수소 생성 예상 비용. 17

호주의 신흥 수소 경제 NSW주의 재생 가능한 수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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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호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비용은 호주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되었습니다.21

그림 8: 오리카의 쿠라강 섬 제조시설. 이미지 제공: 오리카

내셔널 수소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성 

비용은 A$5 에서 6/kg 사이이며, 이에 비해 블루 수소 생성비용은 

A$2에서 3/kg사이입니다. 현재 그린 수소 생산의 장벽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발전 사항들은 수소 생성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림 7) 

재생 에너지 전기 가격: 현재 상업적 알칼라인(AE) 및 폴리머 

전해질 멤브레인 (PEM) 전기 분해기는 수소 생산을 위해 약 ~ 

50 에서-60 kWh/kg 사이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여건에 변함이 없다면 전기 가격이 $0.01/kWh 감소 시 kg당 

수소 비용은 ~6-8% 감소하게 됩니다.21 CSIRO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PV와 풍력 발전 단지는 현재 건설 비용이 가장 

저렴하며, 특히 새로운 태양광 PV 농장의 비용은 2030년까지 

최대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5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가 가동되면 현장의 수소 발생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린 수소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동인

1.

설비 이용률: 전기 비용 외에도 저비용 전기의 가용성 또한 수소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 단지는 

저비용 전기를 제공하지만 ‘태양이 비출 때’ 또는 ‘바람이 불 때’ 

만 간헐적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호주 에너지 시장 오퍼레이터 

(AEMO)는 호주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의 설비이용율이 

각각 약 30%와 40%라고 제시했습니다.46 그러나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가 가동되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용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토리지 기술을 

비롯 에너지 공급업체와의 특별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NSW주에서는 

이미 2018년 이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40% 증가했습니다.47 NSW주는 또한 주 정부는 또한 

재생 에너지 용량을 12 GW로 늘리는 계획을 개발하여 주 내에서

P2X 구현을 위한 추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

2.

수소 발전 규모 확대: 저비용 수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분해 장치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공급망과 최적의 제조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명했던 전기분해장치 제조업체 NEL

은 생산 시설 확장을 통해 전기분해장치의 자본 비용을 75%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6 전문적인 연구 결과들 또한 

이런 자본 비용의 절감을 예측하고 있어 재생 가능한 수소의 

사업타당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49,50

3.

암모니아는 요소와 질산암모늄 같은 중요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빌딩 블록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암모니아의 90%는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소 규모로 

소비되는 다른 용도로는 에어컨을 위한 냉각 가스 및 청소 용품을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는 연간 약 2백만 톤(Mtpa)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며, 전국에 

걸쳐 7곳의 생산 시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

NSW주에서는 쿠라강 섬에서 가동하고 있는 오리카(Orica)사 

소유의 암모니아 생산 시설이 연간360ktpa 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그림 8에서 보이는 것과 암모니아, 질산 

그리고 질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세 종류의 주요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54 최근, 나라브리에 있는 페르다만 인더스트리가 새로운 

질산 암모늄 공장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장은 계획된 나라브리 

가스 프로젝트(14.5 PJ yr-1)의 천연 가스를 사용하여 연간 300,000

톤의 비료를 생산할 것입니다. 55

글로벌 암모니아 수요 – 

세계 암모니아 시장(미화 500억 달러)은 연간 성장률(CAGR)이 

5~7%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와 중국의 

농업 시장이 추동하는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의 시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3  주요 생산 업체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에 

있습니다.

물 가용성: 현재 기술로 전기 분해를 통해 1 kg의 수소를 

생성하려면 ~ 9 에서 10 L의 물이 필요합니다.51 이것은 

호주에서의 수소 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수화 및 재활용 폐수를 회수하는 것과 같은 비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자원, 

특히 담수화(~A$5/kL52)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료로서 물 공급 비용은 수소를 생성하는 최종 

비용의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1  NSW는 주 전역을 

통해 저 품질, 폐기물 및 염수를 공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NSW지방의 염수 대수층은 P2X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업과의 담수 사용 경쟁에 대한 우려를 완화합니다.

4.

3.3 전력을 암모니아로 변환 (Power to Ammonia) 호주 암모니아 시장

‡  원격 재생가능 전력 공급을 사용하는 수소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네트워크 전송 비용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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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버 보쉬 공정 도식. 63

암모니아(NH3)는 수소를 위한 소중한 에너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운송하기 위해 중요한 에너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모니아가 압축 또는 액화 H2에 비해 액화 연료로 압축 및 운반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10바(bar)의 압력 또는 

대기압 하의 -33oC에서 액화 될 수 있습니다. 액화 암모니아는 액화 

수소(5.6 MJL-1)에 비해 3배 더 많은 에너지 밀도(15.6MJ L-1)를 

가지며, 따라서 L당 더 많은 H2 를 저장합니다. 게다가 암모니아는 

10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송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암모니아 공급 망을 활용하여 대량의H2를 전송하는 경쟁력 있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사용면에서 암모니아는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비에는 비료, 화학 제조의 공급 원료 또는 발전 및 운송을 위한 

연료로써 사용이 포함됩니다.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완전 암모니아 구동(100%) 가스 터빈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40MW 터빈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6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 발전용으로 석탄 및 암모니아 혼합 연료를 함께 

태우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연료 전지로 전기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부산물로 N2및 물을 생성합니다. 58  MAN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해양 선박개조를 위한 암모니아 연료 전지와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9

그러나 운송용 엔진, 전력 발전 시스템 및 터빈의 원료로 암모니아를 

직접 사용하면 환경문제가 되는 NOX가 배출되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NOX를 불활성 형태로 

변환하거나 특수 흡수제 또는 흡착제(부록 B)로 포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 NOX 배출은 전기화학적 질산염/ 

아질산염 환원을 통해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또 다른 

P2X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설명) 

암모니아는 또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H2 및 N2로 다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열 균열(300 ~700oC및 1-10 bar) 및 전기 화학 적 분할 

(250oC)을 포함하여 암모니아를 H2로 균열시키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58,60 고온 암모니아 균열 (>700oC)은 이미 7 - 9의 TRL 

수준을 달성했지만, 현재 TRL2-4수준에서 저온 크래킹 (<450oC)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61 그러나 전기 화학적 

분할은 현재 매우 초기의 개발 단계입니다. (TRL 2 – 4).

전 세계 거의 모든 상업용 NH3 생산은20세기 초에 설계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하버 보쉬Haber-Bosch(HB) 공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그림9)은 공기분리 유닛에서 추출된 

질소로 천연 가스의 증기 개질(改質)을 통한 수소 합성을 

포함합니다. 암모니아로의 변환은 500oC의 온도, 150 - 200 바의 

압력에서 철 기반 촉매를 통해 일어납니다.62

그린 수소의 생산은 즉각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그림 

10)의해 구동되는 순수 물 전기 분해를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기존 

암모니아 생산에 그린 수소를 주입하면 다양한 그린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폐기 NOX를 암모니아로 변환, 

플라즈마 하이브리드 전기분해 기술, 직접적인 질소 환원 반응 같은 

대체 P2X 기술들 또한 그림 암모니아 생성을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68-71 그린수소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2030년까지 8억 5

천만 달러로, 연간 성장율은CAGR ~55%로 예상됩니다. 72

NSW주 또한 그린 암모니아 시장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NSW가 공급하는 

생산량의 매 %마다 호주 달러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44 즉각적인 기회로 오리카의 뉴캐슬 시설을 개조하고 

일라와라 숄헤이븐 구역이나 뉴캐슬/헌터 구역에 있는 모듈형 

재생 가능 H2 구동 하버-보쉬 공장 설립을 통해 NSW주는 이런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NSW는 또한 즉각적인 탈탄소 화 

단계를 위해 석탄 기반 발전소에서 함께 연소할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국내 비료 시장은 물론 수출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 수소 로드맵은 

암모니아를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생성된 수소의 저장 및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벡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21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회를 탐구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HB의 환경 발자국과 에너지 수요는 미래의 탈 탄소 화 경제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HB반응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H2는 현재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큰 

환경발자국을 남기는 천연 가스 또는 석탄의 증기 개질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공급됩니다. 실제로 1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때마다~ 

2~3톤의 CO2가 생성됩니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에 

달하는 환경발자국을 남깁니다.64,65  지역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리카 

쿠라강 시설(350ktpa)에서만 연간  0.7 ~100만 톤의  CO2를 

생성합니다.

또한 HB공정을 통한 암모니아 생성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1톤의 NH3를 생산하기 

위해 최대 30~50GJ의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66  전 세계 암모니아 

생산량의 72%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속 가능한 가스 공급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67

비료를 넘어선 암모니아 활용 기회 현재 암모니아 생산 공정 

하버 보쉬의 핵심 이슈

 

그린 암모니아로의 전환

호주의 그린 암모니아

 • 야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WA 필바라에 있는 암모니아 공장을 
그린 암모니아 시설)으로 개조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800ktpa)

 •QNP 질산염 또한 전기분해장치 (>20 ktpa)에서 H2를 얻기 
위해 기존의 암모니아 공장을 변환하기 위해 위와 비슷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재생 에너지 허브(WA에 위치), 머치슨 재생 수소 
프로젝트(WA), 에어 페닌술라 프로젝트(SA위치) 같은 다른 메가 
그린H2 프로젝트들은 모두 수출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10: NSW주의 에너지 벡터로서 그린 암모니아의 잠재적 공급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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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형태의 메탄은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천연 가스의 95%는 

메탄/CH4)이며,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3%가 천연가스에 

의해 제공됩니다. (그림1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정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4,000억 입방 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2009년 이래 연간 2.7%의 성장률(CAGR)을 

기록했습니다.74 이런 추세로 미루어 천연가스 시장가치는 2022

년까지 연간 1,031억 달러(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에너지 수출 상품인 액화 천연가스(LNG) 시장만으로도 2027

년까지 5억 3천만 톤규모에 시장 가치는 미화 180억불에 육박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CAGR~6%)76  비록 전세계적인 팬더믹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의 단기적인 감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더 청정한 화석연료로써 석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시아 의 많은 국가들이 국내 매장량 감소로 인해 

수입 LNG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EA는 천연가스 수요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77,78

현재 메탄화 기술의 주요 문제로는 CO2 공급원료 뿐만 아니라 수소 

원료, 고온 고압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상업용 

수소는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며, 이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에 

해당하는 대규모 환경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섹션 3.1) 

재생 전기를 활용한 전기분해를 통해 그린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을 메탄으로 변환하는 것(P2M)은, 대체 옵션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CO2 

배출을 캡처 할 수 있는 기술(TRL 7 – 9, 부록 B참조) 또는 대기에서 

분리하는 (예를 들어, 직접 공기에서 포집)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상업용 메탄 공정을 통해 그린 수소와 메탄을 결합하여 

폐기물 CO2 배출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메탄을 합성 천연 

가스(SNG)로 가스 그리드에 주입하여 연료 또는 산업 공급 원료로 

다운 스트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소로로 인한 탄소배출은 

P2M 공정에서 회수 및 재사용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순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이러한 방식으로 P2M은 환경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망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침투하여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메탄은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천연 가스를 가공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러나, 메탄 생성을 위한 합성적인 경로는 일찌감치 1902 년 초에 

사바티에와 샌더론에 의해 ‘촉매작용을 통한 메탄 생성’이 제

시되었습니다. 79

사바티에 메탄 공정은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촉매 변환에 의해 

메탄의 생성을 포함합니다 (150 - 550oC 사이의 온도와 1 – 3 바의 

압력)79:

CO2 + 4H2 ⇋ CH4 + 2H2O

이 프로세스는 8 - 9의 높은 기술 준비 수준 (TRL)에 도달해 

있습니다.80  현재 린데, 할도르 탑소, 클라리언트 및 포스터 휠러, 

린데, 에토가스 및 MAN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상업적 적용을 위한 

규격화된 메탄화 원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79 이러한 적용에는 

석탄, 석유 연료, 폐기물 또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CO2의 촉매 

변환을 포함, 메탄 원자로안에 메탄-합성 천연가스(SNG)를 넣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림 12) 

여러 P2M 시설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거나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EU에서는 많이 운영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81  이런 최초의 P2M 

시설은 독일 아우디가 개발했으며 2015년부터 운영되어 아우디의 가스 

구동 차량용으로 1,000톤의 재생 가능한 메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81 

최근 중국 산시성 공업지대에서 합성 메탄을 위한 연간 350만 입방 

미터 규모의 시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82 이 시설은 사바티에 반응 

경로를 사용하여 현지 발전소에서 포착된CO2와 (전기분해기반 수소 

포함)산업 구역에서 생성된 잉여H2를 변환할 것입니다. 일단 시설이 

가동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탄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최대 천연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사우스 그린 가스와 APA 

그룹은 퀸즐랜드에 있는 데모 시설(남부 그린 가스 프로젝트)을 

개발하여 공기에서 나오는CO2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메탄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림 13)83  이와 유사하게, ATCO 오스트레일리아는 

서호주에서 재생 가능한 메탄 생산시설 개발의 사업타당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올해 연구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84

NSW주는 기존 매장량으로부터의 생산이 급속히 고갈되고 미개발 

자원의 향후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스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87  호주 에너지 시장 오퍼레이터 (AEMO)는 

NSW주가 2024년까지 14PJ의 천연가스 부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70~128PJ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88 현재 NSW 천연가스 수요가 연간 약 131PJ 

yr-1(2018-19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급부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89 LNG 수입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낙관적인 

경우에도 70PJ의 부족이 여전히 만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NSW

주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여 천연 가스에 혼합하기 

위한 합성 천연 가스 또는 그린 수소를 생성하여 천연 가스를 

보완하는 합성 메탄을 생성하면 천연 가스(70 PJ = H2 5Mt(LHV: 

120 MJ kg-1)는 상당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호주 최초의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가 시드니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라바르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 

말라바르에 위치한 시드니 워터의 수처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 메탄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NSW 가스 그리드에 연간 95 TJ yr-1의 바이오 메탄을 

제공할 것이며 생산용량은 향후 200TJ yr -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  2022년까지 호주달러 8 백만불 규모의 시설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뉴캐슬에 본사를 둔 CSIRO 에너지 또한 전용 아민 솔루션 

기반 공정(0.29 tCO2/시간당)을 사용하여 대기에서 공급되는 CO2와 

재생 가능한 수소(2.7MW 전기분해 장치)를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메탄(148m3/시간당)을 생성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86 

확장된 경우 합성 메탄 비용은 $5.3/GJ로 100만 tpa(메탄 040만 

tpa)의 CO2 포집 양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86

3.4. 전력을 메탄으로 변환 (Power to Methane)

메탄 수요 증가

합성 메탄 생산

재생 가능한 메탄화  – P2M의 역할

그림 11: 자원별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분석. 데이터는 2018년 IEA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분석에서 가져왔습니다.73

그림 12: 재래식 메탄 공정의 고차원적 도식 

P2M 의 적용 

그림 13:  퀸즐랜드의 APA 재생 가능 메탄화 프로젝트. 
APA에서 이미지 제공83

NSW주의 합성 천연 가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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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CH3OH)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화학 물질이며 업계에서 

손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림 15) 메탄올의 주요 특징은 메틸 

그룹(CH3-)의 가용성으로 포름알데히드(화학 전구체), 아세트산(제약 

응용 프로그램) 및 에테르류(접착제에 사용됨)와 같은 구조들을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탄올은 또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솔린과 혼합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료에 메탄올의 다른 배합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90

메탄올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5대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메탄올 시장은 2027년까지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이후 연평균 5%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91 연간 

글로벌 수요는 7천8백 9십만 메트릭톤(그림16)으로 주로 

포름알데히드(21%)와 올레핀(13%)의 생산 덕분이며 연료(~25%)로 

활용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92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메탄올 시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93 또한 메탄올은 

수소재생에너지 캐리어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아래에서 강조)는 

아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전 세계가 

수소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이러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메탄올 생성은 합성가스 생산으로 시작해서, 뒤이어 CO2/CO 

수소화라고 하는 열 촉매 변환을 사용하여 메탄올로 변환됩니다. 이 

변환 과정은 일반적으로 금속계 촉매 CuO, ZnO 및 Al2O3가 있어야 

하며 5-10 MPa의 압력, 200-250oC의 온도에서 진행됩니다.94 이 

과정은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7 

TRL 수준)(그림17)80 메탄올은 또한 피셔-트롭슈 합성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섹션 3.5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아가 최근 전기 촉매작용의 발전은 재생가능한 전기를 사용한(메탄올 

변환을 위한)합성가스 및 심지어 메탄올의 직접적인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H2와 CO2의 공동 전기 분해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림 21)96이러한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TRL 2)에 있지만,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는 이런 기술 발전이 완전히 지속 가능한 메탄올 

가치 사슬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97

메탄올은 '수소경제'에서 수소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암모니아 같은 다른 수소 

매개체들보다 상당한 이점이 있어 (그림18) 단위당 질량면에서나 

부피면에서 모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간단한 1단계 변환을 통해 에너지 밀도(에너지 경쟁력)가 더 

높은 에탄올 및 디메틸 에테르(DME)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연료 및 산업 공급 원료 양쪽 모두에서의) 용도의 다양성, 점점 

증가하는 수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 잠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재생 

가능한 메탄올은 “미래를 위한 연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98 이는 전력 

발전 및 운송산업 분야, 특히 배터리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비 응용 분야, 항공 또는 해양 산업 같은 분야에서 운송 연료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97 

메탄올 생성을 위해 전력을 메탄올로 변환(Power to Methanol)하는 

경로는 이미 상업적인 촉매 원자로에서 산업용 배기가스에서 포집한 

CO2와 재생가능한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한 H2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시연되고 있습니다. 

그림 14: 재생 가능한 전기 분해 및 탄소 포획을 사용한 전기를 메탄으로 변환(P2M)하는 폐쇄 루프 과정

3.5. 전력을 메탄올로 변환 (Power to Methanol)

그림 15: 메탄올의 전통적 사용 및 새로운 활용 

메탄올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림 16: 최종 사용 부문별 메탄올의 글로벌 수요.92

메탄올 생성

그림 17: 메탄올 및 메탄올 기반 연료(DME, 올레핀 및 파라핀 류) 
생성을 위한 상용화 된 경로. 95

재생 가능한 메탄올

재생 가능한 메탄올의 활용

그림 18 : 전통적인 에너지 매개체와 새롭게 부상하는 에너지 매개체의 
변환을 위한 에너지 밀도 비교. 여기서, M85는 85%의 메탄올과 15%의 
가솔린이 혼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E85는 85%의 
에탄올과 가솔린 15%가 혼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ME는 디메틸 
에테르를, LOHCs는 액체 유기 수소 운반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톨렌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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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재생 가능한 메탄올 공장은 아이슬란드의 CRI-카본 리사이클링 

인터내셔널 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림 19) 이 시설은  2011

년부터 가동 중이며 인근 지열 발전소에서 CO2와 동시에 전기분해로 

필요한 H2를 생성해내기 위한 전기도 공급받습니다.97 CRI는   또한 

상용 적인 적용을 위해 연간 50, 000에서 100,000t yr-1 사이의 

플랜트 생산력을 갖춘 턴키 솔루션으로써 자사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99

IRENA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700,000 t yr-1의 종합 용량의 재생가능 

메타놀 공장(P2X)이 이미 설치되고 있습니다. 97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에는 스웨덴 (45,000 t yr-1), 호주 ABEL 에너지 사의 벨 베이 

프로젝트 (60,000 t yr-1) 및 2024년부터 가동 예정인 노르웨이의 CRI 

프로젝트 (100,000 t yr-1)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쿠지 케미칼은 노던 테리토리에 또다른 메탄올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곳에서 유리한 

비용으로 가스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03 5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공장이 2024년까지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BEL 에너지는 타즈매니아, 벨 베이에 재생 가능 메탄올 공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타즈매니아의 

재생 에너지 잠재력(특히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100MW의 재생 가능 

수소 전기분해장치에 전력을 공급하여 60,000 t yr-1을 생성할 

계획입니다.104 제안된 향후 개발에는 메탄올의 일부를 DME로 

변환하여 현지 수요를 충당하는 공장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규모는 2억 7천만 달러의 비용 투자로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5

NSW주는 기존의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폐기 

CO2와 재생가능 수소를 활용하여 재생가능 메탄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원료나 연료로서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재생가능한 수소에 대한 수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이 압축수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탄올은 혼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탄올과 

석유 혼합은 아태지역에서 무탄소배출 유동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탈탄소화 경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간 70,000t yr-1의 호주 메탄올 수요(그림 20)100를 충족하는 호주 

유일의 메탄올 시설은 1994년 빅토리아에 쿠지 케미칼(Coogee 

Chemicals)이 설치한 공장입니다. 2016년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서(<A $ 10 GJ-1),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해체 

예정입니다. 101

재생 가능한 메탄올 프로젝트 현황

그림 19: 아이슬란드에 있는 CRI의 시설은 세계 최초의 Power to 
Methanol 프로젝트입니다. 

호주의 메탄올 잠재력

그림 20 : 빅토리아에 있는 호주 유일의 메탄올 공장. 이 시설은 가스가격이 
높아지면서 2016년에 공장가동을 중단했습니다.102

ABEL 에너지 전력연료 프로젝트

NSW주의 재생 가능 메탄올 기회

그림 20: 메탄올 생성을 위한 잠재적인 P2X 경로. (A)  첫 번째 경로는 열 촉매를 사용하여 포획한 CO2를 CO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후에는 
재생 가능한 전기 분해장치를 통해 H2와 혼합하고, 차후 혼합가스(CO+H2)를 이차 변환 반응기를 통해 메탄올로 변환합니다. (B) 두 번째 경로
(TRL 3-4)는 폐기 CO2와 CO2 전기분해기 내의 물을 사용해 혼합 가스를 생성하고 이를 이차 변환 반응기를 통해 다시 메탄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C) 메탄올을 생성하기 위해 CO2 및 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는 장치를 개발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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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합성가스는 대부분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H2를 

제공하는 동안 간접적으로 생성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료로 차후 

변환하기 위한 석탄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스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남호주(SA), 빅토리아, 퀸즐랜드에서 모색되었지만 

그 중 아직 상용화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110  그러나 남호주(SA)의 

리 크릭 에너지 프로젝트가 현재 해당지역의 석탄 매장량을 

활용하여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암모니아 및 요소 생성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in-situ) 석탄 가스화 시설을 개발하여 지하에 

있는 석탄을 추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성가스로 가스화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시설에 대해 "은행 거래가 가능한(Bankable)"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1

AgBioEn은 친환경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빅토리아에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매스 to FT’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5 ktpa의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최대 1,5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

합성가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 6 EJ yr-1  (즉, 6 * 1012  

MJ)이며, 이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량의 2%에 해당합니다.108 

합성가스와 그 파생상품을 위한 글로벌 시장은 2022년에 연간 

6.6EJ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 10%CAGR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9

3.6. 피셔-트롭슈 공정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및 변환 

합성 가스(syngas)는 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각기 다른 

배합율의 필수 연료 가스 혼합물입니다. 현재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제조(CO가 CO2로 변환되어 대기로 방출되는 지점), 석유화학 산업 

및 메탄올 생성과정에서 산업용 수소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22) 또한 석탄 가스화의 주요 

산물로서 전기 발전 특히 석탄 발전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됩니다. 

또다른 새로운 응용법은 피셔-트롭슈 공법을 이용해 혼합 가스를 

액체연료(특히 항공연료) 및 화학물질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FT 프로세스는 높은 수준의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글로벌 

스케일(TRL 5 - 9)로 적극 구현되고 있습니다.80 제너럴 일렉트릭 

(GE), 루르기 AG, 쉘, 지멘스 등 마켓 리더들이 이미 상용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FT 프로젝트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솔(Sasol)공장이 하루>300,000 배럴(bpd)의 합성연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 공장은 다양한 다른 제품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디젤 수요의 28%를 공급했습니다. 106 

쉘(Shell)은 카타르에 190억 달러 규모의 펄 GtL(Gas to 

Liquids)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하루 140,000

배럴(bpd)용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7

3.6. 전력을 합성가스로 변환(합성연료)
(Power to Syngas (Synthetic Fuels)

그림 21: 최종사용처 부문별 글로벌 합성가스 수요 분석. 108

합성가스의 글로벌 수요 

합성가스의 주요 특징

합성가스(Syngas)는 화학적인 레고 블록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CO와 H2의 기본 빌딩 블록을 다양한 구성으로 결합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은 

합성가스의 비율, 합성가스 혼합물안의 H2:CO의 분자비율에 의해 

규정됩니다. 직접적인 사용 또는 FT 공정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과 연료를 생성하기 위한 에너지 원 또는 공급원료로서 

합성가스를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이미 다양한 

합성가스 비율이 확립되었습니다.(그림 23) 113

합성가스 생성

현재 대부분의 FT 공정은 천연가스 또는 석유 공급원료를 사용하는 

Gas to Liquid(GtL)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Coal to Liquid(CtL) 플랜트가 대량의 

합성가스를 손쉽게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114  다른 

새로운 경로로는 바이오매스나 고체의 도시 폐기물을 사용해 

합성가스를 생성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115  합성가스 생성을 

위한 일반적인 산업 기술들은 촉매 증기 메탄 개질(SMR), 자가열 

개질(ATR) 및 부분 산화(POX)등 입니다. 

합성가스 생산에서 P2X의 역할 

Power-to-X 기술은 재생 에너지를 통해 탈탄소화된 합성가스 생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일 기반의 선파이어 GmbH사는 합성가스의 직접적인 합성을 위한 

전기분해장치(최대 750Nm3hr-1)를 상용화했습니다(그림 24). 이 

전기분해장치는 포집된 CO2배출물 및 물의 동전기분해로부터 

선택적인 비율을 가진 합성가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CO2 포집회사인 클라임워크스(ClimeWorks)사와 

협력하여 노르웨이에서 "노스크 원료(Norsk efuel)”파일럿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억 리터의 합성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18

그림 24 :  합성가스의 직접 합성을 위한 선파이어GmbH 의 Sylink 
SOEC 시스템.

재생가능한 수소를 폐기용 CO2에 혼합하여FT 반응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합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종종 Power to 

Liquid(PtL)이라 불리는 이 접근법은 재생 메탄올 및 다른 FT기반 

연료의 생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116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반의 화학 회사인 사솔(Sasol)사는 앞서 언급되었던 

남아프리카의 석탄 기반 FT시설을 재생 수소에 기반한 PtL 

공장으로 변화하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117 또한 아래의 

설명처럼 EU에서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이 금속 기반 촉매들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CO2 와 

수전해장치에서 합성가스를 생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113 촉매 

조율을 통해 합성가스 비율을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차후 FT

변환으로 생성할 수 있는 다른 합성탄화수소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통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NSW대학들 내에서)합성가스 

촉매 개발 및 해외 시스템 확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수요

 

그림 23: 합성가스 비율 (H2/CO)을 기반으로 하는 합성가스 파생상품 
1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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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은 포집된 CO2배출로부터 합성 연료들을 생성할 수 있는 

폐회로 PtL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길들을 열어줍니다. (그림 25) IEA는 

이러한 합성 탄화수소, 특히 항공 연료와 같은 합성 등유에 대한 

수요가 2070년까지 석유(Mtoe)로 환산했을 때 연간 2억 5천만 

톤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9 이것은 ~ $ 1,340 억 톤의 

석유에 해당하는 항공연료시장 (항공 연료의 현재 가격 : $ 68 bbl-1)119

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항공사인 KLM은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PtL을 사용하여 생성된 합성 등유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120 이 회사는 또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공항에서 비행 운영을 위한 합성 등유를 생산하기 위한 PtL 

공장 설립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NSW주의 Power to 합성가스 기회

합성가스로부터 메탄올 생산 외에도 (섹션 3.5에서 논의됨), NSW주 

내에서 합성가스에서 매우 다양한 전력연료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전망 하나는 웨스턴 시드니 에어로트로폴리스(Western 

Sydney Aerotropolis)의 합성 항공 연료 생산입니다. 또한 올레핀과 

폴리머를 생성하기 위한 재생가능한 합성가스의 적용이 지역 

제조산업에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경로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P2X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직접 CO2 전해환원으로 포름산, 

에탄올/메탄올 및 기타 복잡한 탄화수소 제품을 만드는 경로들이 

포함됩니다. 121 실제로, 유연성 향상을 위해 서로 다른 전기 화학 

경로들을 단일 시스템 안에서 함께 결합하는 기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Na et al., 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 전기 

화학 경로로 최대 295 가지 조합이 생성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는 

다양한 가스 및 액체 형태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122 

이 중 몇가지 P2X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전력에서 H2O2(Renewable Power to H2O2)

과산화수소(H2O2)는 상업용 산화제로 사용되는 귀중한 화학 물질이며, 

특히 전 세계 H2O2수요의 60%를 차지하는 펄프 및 제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H2O2는 수처리 및 살균을 위한 소독제로 

사용됩니다. 이 속성은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며,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사용에 안전한 강력한 소독제 

중 하나로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123 현재 과산화수소는 

안트라퀴논의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안트라퀴논 공정을 사용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의 일반적인 

전구체는 증기 메탄 개질로부터 생성된 수소이며 이는 안트라퀴논을 

수소화 하는데 사용되며 나중에 과산화수소 생성을 위한 산화 

단계에서 제거됩니다. 124

그러나 최근 전기 촉매의 개발로 단일 전기분해 유닛 내에서 물에서 

수소 그리고 공기에서 산소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길이 

열렸습니다.125 이는 공항, 병원, 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단지 공기, 물 그리고 현장의 전기로부터  지속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휴대용 장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H2

전기 분해에서 재생 가능한 수소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한가지 

대안은 바이오 매스로부터 수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생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를 석탄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거나 

직접적인 가스화 또는 열분해 공정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접근법입니다. 연구되고 있는 대체 특별 생물 공정은 특별히 설계된 

바이오 촉매체들을 사용하여 생체물질들이 수소로 분해되는 것을 

포함하는 전문 생물학적 과정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126  

바이오매스는 수소 생성을 위한 방대한 재생 가능 자원을 제공하지만, 

수소로의 전환은 느린 과정이며, 바이오매스를 육성하고 현재 대규모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는 대형 수소발전을 위한 반응체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127

CO2 무기화(작용) 

CO2 무기화작용은 폐기되는 CO2를 시멘트 및 건축 자재처럼 부가가치 

재료로 변환하는 유망한 P2X 경로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재료의 양을 감안할 때 CO2의 무기화는 대량의 CO2 활용 및 

저장 가능성이 있는 경로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128  현재 CO2 

무기화는 높은 에너지 요구 사항과 느린 운동학으로 인해 

제한적입니다. 129 재생 가능 에너지는 무기화 과정의 규모확장에서 

공정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공기 포확같은 규모확장 

과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기반의 미네랄 카보네이션 인터네셔널(MCi)사는 이미 지난 7년 

동안 상업용 무기화(mineralization)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대학에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정부와 산업계로부터2천만 달러 이상의 시드 펀딩을 조달했습니다. 
130,131

그림 25: 탄소순환고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P2X를 사용사용한 전기화학적 합성가스 생성  

3.7. 기타 다른 Power to X 기술

3.7. 다른 P2X 경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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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의하면 



4.  NSW주와 호주의 혁신적인 P2X기술 

그림 26 :  LAVOTM  그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미지 제공: LAVOTM

그림 27 : APA 메탄화 공정의 일러스트 디자인. 
이미지 제공: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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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SW주와 호주의 혁신적인 P2X기술

NSW주(및 오스트레일리아)는 P2X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개발(R&D)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과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고품질 작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변환, 나노 기술, 촉매, 공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제조 및 혼합 

에너지 화학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주요 초점 

분야에서 주도적입니다. 

P2X 영역에서 NSW주와 호주에서 파생된 기술들에 대한 몇가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LAVO의 수소 저장 시스템

UNSW에서 파생된 LAVOTM는 주거용 주택 및 비즈니스 용의 

독자적인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40kW 용량)을 

개발했습니다. 상기 시스템(그림 26)은 옥상의 태양열 어레이로부터의 

전기공급 및 메인라인으로부터의 물공급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소 

전기분해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생성된 수소는 금속 수소화물 

시스템에 저장되고, 저장된 수소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연료 전지를 사용한 전력 발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2021년 7월까지 선적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유닛 당 

비용: $29,450).

직접 공기 포집과 결합한 메탄생성

(Southern Green Gas서던 그린 가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APA 그룹과 서던 그린 가스는 ARENB의 

펀딩으로 퀸즐랜드에 재생가능한 메탄 생성을 위해 최첨단 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O2 공급원료는 시드니 대학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사용하여 공기로부터 포집합니다. 물 공급 

원료는 뉴캐슬 대학에서 개발된 하이드로 하베스터 기술을 사용하여 

공기에서 포집합니다. 데모플랜트(그림 27)은 매년 74GJ의 합성 

메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장은 기존 가스 네트워크에 

메탄을 주입하기 위해 퀸즐랜드의 월룸빌라 가스 허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플라즈마 구동 수소 및 암모니아 생성(플라즈마 리프 - UNSW)

Plasma Leap Technologies 플라즈마 리프 테크놀로지(시드니 

대학에서 스핀 오프)는 매우 높은 에너지 효율로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독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UNSW기반의 입자 및 

촉매 연구 실험실에서 NOx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차후에 하이브리드 특허의 전기분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암모니아로 

변환됩니다. (그림 28) 

NOX 중간체의 생성은 중요한 기술적 과제였으며 이런 발전은 중급의 

생성은 중요한 기술적 과제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하버 보쉬 공정을 

대체하여 규모 확장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림 28: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전기분해 
시스템의 회로도. 이 공정은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공기(왼쪽의 
반응기)에서 물과 질소로부터NOX 중간체를 생성한 다음, NOX를 전기 
분해장치(오른쪽에 도시됨)에서 물과 함께 동-전기 분해하여 
암모니아로 변환합니다. 132



헤이저 프로세스 (헤이저 그룹)

헤이저 그룹Hazer Group은 시드니 대학과 협력하여 천연 

가스로부터 무탄소배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Hazer®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그림29)은 철광석 기반 촉매를 

사용하여 천연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고품질 흑연으로 

회수되는)탄소로 변환하며 수소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 공정은 환경 

친화적이며(탄소배출량 50% 감소) 증기 메탄 개질(SMR)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합성가스 및 수소를 위한 고형 산화 전기분해기 (CSIRO)

CSIRO사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배출되는 탄소와 물을 

합성가스와 수소로 변환할 수 있는 개념 입증 고형 산화 

전기분해기(SO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OE를 사용하는 주요 

장점은 전기화학 반응 유도를 위한 전기 및 열 양쪽 모두를 위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역시나 CSIRO에서 개발 중인 촉매 변환기를 

사용하여 합성가스를 액체 연료로 변환할 것입니다. 이 공정은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분해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40%

절감하고 폐기 CO2배출의 최대 8 t-1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생산을 위한 폐수 전기분해(SwitcH2)

SwitcH2는 식품 및 음료 산업(예: 양조장, 와이너리 및 증류소 

등)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폐수를 부분적으로 산화하여 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촉매 및 전기분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NSW

주를 위한 SwitcH2 프로세스의 이점은 수소 생산을 위한 청정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서 국내 사용을 위해 부족한 청정 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림 30에서 보이는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HERO® 수소 에너지 옵티마이저 

영웅® - 수소 에너지 옵티마이저는 뉴캐슬 대학과 협력하여 스타 

사이언티픽 리미티드가 개발한 특허받은 촉매 시스템입니다. 

촉매는 유해한 부산물 없이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여 열 에너지(3분 

이내에 700oC에가까운 온도)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133  이 

회사는 또한 전력 생산(석탄 기반 증기 생성 대체)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공정에 발생한 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수 열 

교환기(석탄 기반의 증기 생성 대체)를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를 

위한 산업용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정 및 상업용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촉매는 수소 의 대량 유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선두를 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의 

수소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 지원을 하기로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34

아쿠아 하이드렉스 AquaHydrex Pty Ltd 

아쿠아하이드렉스는 울릉공 대학교(UOW)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천연 가스 그리드에 주입할 수 있는 

수소를 생성하여 재생 가능한 전기 저장 수단으로써 상업적용도의 

독점적인 저비용 및 고효율 전기 분해 장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전기분해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해 2017 년 ARENA펀드를 제공받았습니다.135  그 이후로 

회사는 미국으로 사업체를 옮겼습니다.

하이드진 리뉴어블스 HydGene Renewables

하이드진 리뉴어블스는 맥쿼리 대학에서 파생된 스핀오프로서 

특허를 받은 현장 바이오리액터를 사용하여 바이오매스로부터의 

수소생성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력발전 

연료전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사용하여 디젤동력 시스템을 

대체라는 오프사이트 에너지 생성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동일한 

현장에서 수소가 생산되고 사용되므로 수소 형성 및 유통의 주 비용 

동인인 운송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드로 하베스터 Hydro Harvester

하이드로 하베스터는 태양 에너지/열을 사용해서 공기를 가열하여 

주위로부터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공기에서 물을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입니다. 가열된 공기는 그다음에 흡수한 물을 응축하기 

위해 냉각됩니다. 이 기술은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지만 

공기로부터 물을 분리하기 위해 비용이 높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인 냉각된 공기를 사용하는 상용화된 하베스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이드로 하베스터는 태양열과 폐열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이며 리터 당 5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시스템이 수소 생성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기술은 물 분할을 위해 사용된 시스템에서 생성된 

과잉 태양 열 및 열 에너지로 전기분해장치를 위한 순수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던 그린 가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서 언급된)퀸즐랜드에서 합성 메탄을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또한 상업적인 데모 유닛을 위해 NSW 물리 과학 기금 

(A $ 330k)을 통해 시드 펀딩을 확보했습니다. 13

미네랄 카보네이션 인터네셔널 

Mineral Carbonation International (MCi)  

MCI는 호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CO2를 포집하여 건설 자재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7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R&D를 위해 2천만 달러 이상을 자금을 

확보했으며 뉴캐슬 대학교에 데모용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의 

공정을 통해 포집된 CO2를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 및 석고보드로 

변환할 수 있으며, 현재는 난연제 및 의류와 같은 고급 재료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잠재적인 산업 현장을 

평가하고 CO2 변환의 생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잠재적 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130,131

하이사타 Hysata

울릉공 대학교(UoW)의 스핀오프인 하이사타는 < 2/kg의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진' 전기분해장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전기분해장치 디자인을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클린 에너지 파이낸스 코포레이션(CEFC)의 

지원으로 IP 그룹을 통해 5 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137

아덴트 언더그라운드 Ardent Underground

수소 공급망의 핵심 측면은 생성과 사용 단계 사이에 중간 저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덴트 언더그라운드 

사는 ITP 리뉴어들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드릴링 샤프트를 통해 

현장 지하에 수소 저장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록베드가 수소 누출을 막고 고압을 유지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저장 

탱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림 31)

그림 29: 헤이저 프로세스의 공정 흐름 도표®. 
이미지 제공: 헤이저 그룹

그림 30: SwitcH2의 파일럿 시스템. 이미지 제공: SwitcH2.

 

그림 31: 아덴트 언더그라운드의 H2 스토리지 솔루션과 대안의 비용 비교. 이미지 제공: 아덴트 언더그라운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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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X로 생산되는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및 메탄올과 같은 그린 연료는 NSW주의 교통 

인프라를 저탄소/탄소 배출 제로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 이는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되므로 NSW에 중요한 단계임. 대안적으로 NSW주의 

광산 운영에 직접 그린 연료를 사용하여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로 전환.

열 난방은 NSW주의 식음료 산업에서 P2X 제품을 적용하는 매력적인 기회. 유제품 및 

육류/가금류와 같은 산업은 주로 난방 응용 분야에 천연 가스를 사용.

그린 연료의 대규모 생산 후 NSW 주 교통 네트워크 또는 열 난방 네트워크에 

배포함으로서 잠재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 

5.  ‘P2X 허브’ 개발에 적합한 로케이션 

5.0. P2X 허브’ 개발에 적합한 로케이션

이 섹션에서는 NSW의 여러 지역에서 P2X 허브를 개발할 가능성을 탐구해봅니다. 제시된 비즈니스 케이스들은 P2X 실행을 위한 가상의 대표 

시나리오로 개발되었으며 각 회사의 의도 또는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 5.1. NSW주 'P2X 허브' 기회를 평가하는 3단계 프레임워크

표 1: NSW에서 'P2X 허브' 기회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단계 목표 시장 NSW 주의 경제에 대한 혜택

5.2. 'P2X 허브' 실행을 위한 NSW의 주요 로케이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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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P2X 공급원료를 

중공업(암모니아, 제강, 

가스 혼합)에 임베딩 

NSW주 안에서의 가스 

블렌딩, 중공업 제조 및 

광물 가공

'그린 케미컬' 공급원료를 화학공정에 포함시켜 중공업 을 되살림으로서 친환경 

원자재(green commodity)의 생성 허용.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한국), 영국, 미국, EU

의 친환경 원자재 의무화가 증가함에 따라 NSW주 친환경 원자재(예: 그린 철강, 

암모니아, 메탄올 및 에탄올)의 수출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공업과 광물 가공은 대량의 P2X 제품의 생성 및 생산을 필요로 하여 NSW주의 시골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2단계: NSW주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광업, 운송 

및 공정 산업을 위한 

전력 연료)

운송, 화학 및 광업 운영 

및 열 난방 산업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NSW 주가 투자하는 자금의 각 달러들이P2X 기술 채택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수많은 소규모 프로젝트로 분산. 즉 NSW 지역의 마이크로 수소(교통) 

및 암모니아(비료) 허브 개발. 생산품 구매자들은 해당 마이크로 허브에 근접한 기업들. 

3단계: 현지 최종 

사용자를 위한 분산형 

P2X  마이크로 허브

NSW 내에 미시 경재를 

창조할 특정구역들을 

창출

P2X 채택의 가장 큰 기회를 제시하는 NSW 주 내의 지리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제조 

역량 개발(특별 활성화 구역), 재생 에너지 발전 구역(REZs), 

인프라 투자(배저리스 크릭의 에어로프로폴리스)와 같은 기존 

NSW 주정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 원료 가용성(정수 등), 산업과의 공동 위치 및 수출 기회를 

위한 항만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에 대해 각 로케이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표 2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타당성 조사의 초점은 재생 에너지 생성, 기존 산업/정부가 신흥 

산업을 자극하여 P2X 채택을 위한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일라와라 숄헤이븐, 헌터, 파크스가 될 것입니다. 와가 와가, 더보, 

보타니, 배저리스 크릭과 같이 탁상연구를 한 기타 다른 지역은 

개발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이며 P2X 채택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므로 이 버전의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표 2: 'P2X 허브' 로서의 잠재 전망 요약 

Feedstock Assessment
Existing Industry 

Assessment
Tier 1 & 2 Opportunity 

Assessment
Tier 1 & 2 Opportunity 

Assessment
Tier 3 Opportunity 

Assessment

Location
Access to Renewable 
Power Generation

Access to Pure 
Water Feedstock

Existing Industry 
in the Region

Opportunity to P2X 
to Decarbonise Heavy/

Light Industries
Access to port 
infrastructure

Opportunity to Develop  
a Micro–P2X Economy

Illawarra – Shoalhaven

Hunter

Parkes

Parkes has 2 major water 
reservoirs (Burrendong and 
Wyangala) but the region 

is prone to droughts

Parkes has a mining sector 
and will be the intermodal point 

for the ‘Inland Rail’

The ‘Inland Rail’ and mining 
operations present an 

opportunity for power fuel 
application

The ‘Inland Rail’ can be used for 
potential power fuel export

Wagga Wagga

Wagga Wagga has a large 
agricultural and food 
processing sector

Power fuels can be 
utilised for thermal and 

transportation applications

Freight and logistics 
pathways can be created

Dubbo

Dubbo has a mining sector Mining operations present an 
opportunity for P2X application

Freight and logistics 
pathways can be created

Badgerys Creek

The aviation industry and 
Aerotropolis

The aviation industry and 
Aerotropolis present an 
opportunity for power 

fuels adoption 

Freight and logistics 
pathways can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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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철강 생산

전기 아크 용광로 (EAFs)는 고철강을 강철로 변환하는데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EAF에서 전류에 의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재활용 고철강 스크랩과 직접 환원 

철(direct reduced iron -DRI)의 혼합물을 용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철강 스크랩은 평균 0.2 % 구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DRI를 추가하여 희석하지 않을 경우 뜨거운 압연 공정 (hot 

shortness)동안 강철이 표면 균열에 노출됩니다. 150

현재 DRI 생산(2019년 글로벌 생산량의 ~76%)은 가스 기반 

용광로 공정을 중심으로 하며, 천연 가스는 SMR을 사용하여 

혼합가스(CO & H2)로 변환되고 혼합가스 성분은 철광석을 

환원하는데 사용됩니다.150 혼합가스 성분에서 그린 수소로 가스 

입력전환은 이차 철강 산업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블루스콥 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블루스콥은 현재 연간 철강 생산량의 15-20%를 고철강 스크랩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151 블루스콥 사의 2020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기적으로는 “특정시장의 고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 강철 전기 아크 용광로(EAF) 시설이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EAF와 함께 직접 환원 철 (DRI) 플랜트의 

1차 철강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스콥은 

그린철강의 효율적 사용 입증을 목표로 하는 스웨덴의 HYBRIT

프로젝트(그림 34)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152

블루스콥의 일라와라 설비 규모의 저탄소 이차 철강 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수소가 필요할까?

전통적으로 이차 철강 생산을 위한 EAF는 75%의 스크랩 강철과 

25%의 DRI를 혼합하여 구리 농도를 산업 의무인 <0.15%로 

끌어올립니다.54  예를 들어, 블루스콥의 일라와라 설비에서는 이차 

강철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약 ~390 kT(블루스콥 연간 생산량의 

15%를 차지함)의 철강을 생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97.5 kT의 

DRI 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1톤의 조강을 생산하기 

위해 환원 과정에서 54kg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블루스콥의 일라와라 시설과 같은 저탄소 이차강철 시설은 운영을 

위해 연간 ~ 21 kT 의 그린 수소가 필요합니다. 147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의 '저탄소 강철' 시설을 위한 공급원료 

평가 

그린 철강 생산을 위한 핵심 P2X 경로는 그린 수소의 생산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이 

기회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1977년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에 

수력발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서던 하이랜드의 숄헤이븐 계획이 

의뢰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계획에는 캥거루 밸리와 벤데엘라에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개의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소유주인 오리진 에너지 사는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에 

240MW의 전기 보급을 지원했습니다. 155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은 연 수익155억 달러규모의 NSW주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구역입니다.139 이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NSW주의 곡물 수출을 위한 가장 큰 허브이자 석탄 수출 

규모로는 두번째로 큰 항구인 포트 켐블라 해운 항입니다. 포트 

켐블라는 항구를 통해 NSW주에 5억 4,300만 호주달러의 

수익을 제공합니다.140

이 지역에는 철강 제조 및 연료 생산 같은 핵심 산업과 함께 호주 

최대의 제조 거점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141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은 (그림 32) 블루스콥 스틸 및 마닐드라 

그룹 같은 거대 중공업 복합기업들이 있는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이 두 기업은 이 지역에 ‘1단계 P2X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P2X허브 설치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지역의 자원 가용성 및 P2X

가격대를 탐색했습니다. 

NSW 주정부는 포트 켐블라 지역의 수소 허브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지역에 300MW 규모의 이중 수소/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142  포르테스큐 

메탈 그룹은 자회사 인 스쿼드론 에너지(Squadron Energy)를 

통해 NSW주의 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10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143  이러한 기업은 또한 이 지역에서 

‘2단계 P2X 허브’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덩어리 및 응집미세철광(혈질 등 산화철)을 용광로(blast furnace, 

BF)에서 제련하여 선철pig iron(탄소에 포화된 액상 철)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금속 코크스 및 기타 다른 보조화석 

연료로부터 주로 탄소를 사용하여 직접 및 간접 축소를 

포함합니다. 147

기본 산소 용광로 (Basic Oxygen Furnace, BOF)는 탄소 함량이 

낮은 철을 선철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선철안에 잔류 탄소(및 

기타 불순물)반응을 가속화 하기 위해 가열 중에 산소를 불어넣는 

과정으로 인해 일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1단계 및 2단계는 1 톤의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 24.5 GJ의 

에너지 (열 및 전기 모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블루스콥의 

일라와라 시설의 경우 모든 강철이 1차 작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즉 순수 철광석 단위를 기반으로 할 64PJ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48

‘그린 철강’ 지원 기회

호주의 블루스콥 철강 BlueScope Steel 사업부는 매년 50억 

호주달러 상당의 철강을 생산하며, 대부분 포트 켐블라 제철소에서 

생산됩니다.144 제철소 시설은 매년 26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며 

일라와라에서 1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블루스콥은 지속가능성 약속의 일환으로 2030년 이전에 제철 

사업장의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12%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스콥은 재생 가능 태양광 전기 

88MW를 공급하기 위한 ESCO 퍼시픽과의 7년간 전력 구매 

계약(PPA)을 도입하여 를 공급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PPA는 2019년에 시작되었으며 

블루스콥의 에너지 수요의 20%를 제공합니다. 145

블루스콥의 또 다른 탐구 영역은 제강 작업의 탈탄소화입니다. 

철강산업의 한 가지 기회는 “전기 아크 용광로(EAFs)와 함께 직접 

저감철(DRI) 플랜트를 사용하여 1차 철강 생산을 늘리는 것” 

입니다. – 2020 지속가능성 보고서.146 이 제강 공정으로의 전환은 

완전한 그린 수소로 전환하기 이전에 처음에는 SMR과 그린 

수소로부터 화석 연료 기반 수소 블렌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철강 제조 공정

현재의 철강/철강 가공의 공정 루트(그림 33)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합니다.

열 가열 및 환원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은 현재 공정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용광로 탑 가스는 이산화탄소 

22-23%, 일산화탄소 22-23%, 수소 4-6% 및 나머지는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 

 •

 

•

그림 32 :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 지도.

 

1.  

2.
 

 

그림 33 : 현재 산업계의 철강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회로도 149 그림 34: 프로젝트 HYBRIT의 회로도. 이 공장은 그린 철강 생산을 위한 
그린 수소의 수소의 사용 테스트테스트를 위해 스웨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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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크 용광로(EAFs)와 함께 직접 

저감철(DRI) 플랜트를 사용하여 1차 철강 생산을 늘리는 것”

“특정시장의 고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 강철 전기 아크 용광로(EAF) 시설이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EAF와 함께 직접 환원 철 (DRI) 플랜트의 

1차 철강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 핵심 생산 공정에서 나온 잔류 전분은 

물을 첨가하여 슬러리로 변환됩니다. 슬러리를 가열하여 더 작은 

사슬로 분해합니다. 이 작은 사슬들을 단당인 포도당으로 변환하기 

위해 효소를 사용합니다.164 이 단당은 효모가 발효 단계에서 

생물학적으로 '원유 바이오에탄올'로 변환되는데 사용하는 주요 

공급 원료입니다. 출력 용액의 농도는 바이오에탄올 10-15%

입니다.165 이 바이오에탄을 마닐드라의 7개 증류기둥을 사용한 

증류과정을 통하여 탈수해서 100의 순도로 농축합니다.165

에탄올 생산 공정과정에서의 탄소배출: 바이오에탄올 생산 과정 중 

발효 단계가 탄소 배출의 핵심 원천입니다. 현재 바이오에탄올 

연구에 따르면 1리터의 바이오에탄올 당 1.5k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66  따라서 마닐드라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설은 연간 165ktpa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안정을 위해 마닐드라가 개발할 수 있는 핵심

P2X 연료는 메탄올입니다. '저공해 메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가 함께 반응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3.5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닐드라 현장은 연간 ~120  ktpa의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 화학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생성을 위해 NSW주에서 재생가능 전기의 범위를 확산: 

NSW주에는 호주 최대의 바이오 디젤 공장 중 하나가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화학 물질 중 

하나는 메탄올입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공정은 합성된 바이오 

디젤 100kg당 메탄올 20kg을 소비합니다.167

에스테르 교환과정에는 메탄올과 식물성 오일을 바이오 디젤 및 

글리세린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과정 

에서의 메탄올 회복율은 보통 80%입니다.

예를 들어, NSW주 북부의 바이오 에너지 인더스트리 

오스트레일리아 시설은 연간 20ML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며, 

연간 ~2.7ktpa의 메탄올이 필요합니다. 이는 Power to 메탄올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입니다. 이는 바이오디젤 공급망에 ‘

저공해 메탄올’ 임베딩을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파일럿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성 및 사전 타당성 평가는 NSW 경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운영규모에 따른 저탄소 철강생산 사례연구를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저탄소 이차 철강 시설의 규모는 오리진사의 확장 

프로젝트에서 재생 가능 발전 용량(현재 보류 중)을 기반으로 

추정되었으며, '미터 뒤'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그린 수소 

경제의 핵심 동력이므로 이차 강철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에서 ~230kT/yr 규모의 보조 강철 시설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의 생산역량은 블루스콥의 현재 이차 

철강 생산의 60%에 달할 것입니다. 

헌터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의 중공업 탈탄소화를 위한 '저탄소 

강철' 이상의 기회

마닐드라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전분 및 글루텐 생산 공장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우라 시설의 산출물은 주로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FMCG) 제품 및 제지 산업의 생산에 

사용됩니다.161

밀 공급 원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닐드라 그룹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바이오 정유 공정을 통합했습니다. 

노우라 시설은 연간 110 ML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호주 

최대의 바이오에탄올 공급 업체입니다. 162 

현재 에탄올 소비자들은 식음료, 제약 및 운송 연료 부문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163

그림 35 : 숄헤이븐의 수력 용량 기회. 145

 

일라와라 숄헤이븐 구역의 저탄소 강철 생산 시설에 대한 사업성 평가 

표 3: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주요 동인 평가.

기준 상태 평가

P2X 제품 필요

P2X 제품 유통을 위한 중공업

 저탄소 철 생산에 그린 수소가 필요함

 그린 수소는 '이차 철강' 생산을 위한 고철강 스크랩과 혼합할 수 있는 
DRI를 생산하기 위한 환원제철에 필요함 

지역의 재생 가능 자원  숄헤이븐 계획(수력 발전소)은 235MW까지 운영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P2X 허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체 ! 오리진 에너지 사는 2020년 5월 이후 경제 환경으로 인해 숄헤이븐 계획 
확장을 보류. 
참고: 일라와라 REZ가 이 P2X 허브에 전력 공급을 제공할 수 있음

공급 원료 가용성 – 물  연간 ~12 ktpa의 수소 생산을 위해 연간 ~124 ML/yr의 물이 필요. 
숄헤이븐의 탈로와 댐은 이러한 수요를 용이하게 하는 적절히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 
이 지역은 바다에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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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오리진 에너지 사는 새롭게 235MW 용량의 전기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기술적 타당성, 그러나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오리진 사는  향후 포트폴리오를 위한 이 확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고려할것이다” 였습니다. 156

이 단계에서 오리진 에너지 사의 주요 관심사는 COVID-19 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대차대조표 압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1단계 P2X Hub를 설립한다면 Origin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수력 용량을 더하려는 계획을 NSW

주정부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에너지 

수요가 다른 사용처들 중에서도 그린 철강 시설을 위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분해 플랜트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SW 주정부의 ‘양수발전 로드맵Pumped Hydro Roadmap’은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1.3 TW의 추가적인 

미개발 수력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림 35)157 

이 미개발 수력 용량은 블루스콥 강철이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완전한 재생가능 수소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까지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을 위한 담수 접근성:

현재 네피안과 헤이븐 시스템은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의 물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6개의 수처리 시설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158  탈로와 댐은 100% 가동 시(8.5 GL)으로 이 

지역의 모든 수소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9

이 지역에 (이차 철강생산을 위한 블루스콥의 현재 규모와 

매치되는)대규모 이차 그린철강시설이 설립된다면, 연간 211ML의 

물이 필요하며 이는 에이본 댐(147GL, 현재 83%정도 차 있음), 

탈로와 댐의 조합을 통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릉공 폐수 

처리시설 (일일 수용량 15ML)의 재활용 수로 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160 이 지역의 향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P2X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담수화 된 해수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타당성, 그러나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오리진 사는  향후 포트폴리오를 위한 이 확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고려할것이다”



헌터 지역은 NSW주에서 가장 큰 지역 경제로 347억 호주 달러의 

수익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168 헌터 지역의 경제는 광업, 고급 제조, 

식품 가공 및 관광과 같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헌터 지역은 호주에서 세번째로 큰 항구인 뉴캐슬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구는 연 수익 12억 호주 달러 및 ~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169  뉴캐슬 항은 아시아 및 태평양 시장에 

석탄을 수출하기 위한 주요 터미널입니다.
 

NSW 주정부는 첨단제조, 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170 이러한 전환의 주요 부분은 수소에 의해 

주도 될 수 있으며 NSW주정부는 최근 NSW주의 7천만 달러 

규모의 수소 허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수소 허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171  이 계획을 통해 지역 철강 산업의 

부흥과 암모니아 생산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라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기반 암모니아 및 철강 산업은 이 

지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2

오리카 시설은 현재 광산 및 건설 부문의 산업 폭발물로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 생산을 위해 암모니아를 사용합니다. 현재 오리카 

사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질산암모늄 사업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생산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린 암모니아'는 오리카 사에게 글로벌 수출을 

위한 친환경 상품 생산을 위한 독특한 가치 제안을 제시합니다.

수출 용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가치 제안은 새로운 

프로젝트(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의해 밝혀진 대로)로 확장되며,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 공정 개요

오리카는 증기 개질 기술을 사용하여 천연 가스에서 수소를 

얻습니다.54  이 과정은 황을 제거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수소,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증기 메탄 개질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3.6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피셔-트롭슈 방식으로 

시프트 컨버터를 사용하여 배출된 일산화탄소 및 잔류수를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변환합니다. 이 공정은 최대한의 수소생산을 

보장합니다.

이산화탄소가 하버-보슈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질 공정을 종료하는 가스는 아민 용액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개질기를 빠져나가는 수소는 압축및 압축질소와 혼합되어 합성 

반응기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질소에 대한 수소의 화학량적 

비율은 3:1입니다. 62

NSW 정부가 헌터에 'P2X 수출 경제'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헌터 지역은 오리카와 다른 업계 관계자들이 '그린 암모니아' 수출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사업을 동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추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일본 수소 로드맵'에서 

예상되는 암모니아 수요로 인해 '그린 암모니아'를 소비하는 

이상적인 최초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2050년부터 연간

30,000ktpa의 암모니아가 필요합니다.173 이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에 대한 일본의 야망은  전력 발전을 위해 재생가능 

암모니와 석탄을 1:1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현재 암모니아 수입의 10%의 ‘그린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NSW주와 일본 간의 수출 관계 발전에 

이상적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암모니아 수요의 

10%를 그린 암모니아로 대체하면 탄소배출량을 -20kt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174,175 일본 산업은 농업 및 화학 공급망에 

저탄소 공급 원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그린 암모니아’를 

구매하도록 크게 장려 할 것입니다.

헌터 지역의 P2X 채택을 위한 주요 기회

헌터 지역은 뉴캐슬 항을 통한 기존 수출 공급망으로 인해 P2X 

경제의 동원을 위한 이상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림 36)

헌터 지역에 있는 오리카의 쿠라강 섬 시설은 호주 최대의 

암모니아 생산 시설 중 하나이며,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은 

360ktpa입니다. 3.3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암모니아는 P2X 

기술을 글로벌 화학 공급망에 임베드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의 저탄소 철강 생산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표 4:  일라와라 숄헤이븐 지역에서 저탄소 강철 생산을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  

연간 ~230kT '이차 강철' 생산을 위한 서비스의 사전 타당성 평가

공급원료 수요

상수 값

수소 수요 12 ktpa (현재 재생 가능 발전 용량제한)

에너지 수요 1,298 GWhpa 

물 수요 124 ML파

수력 발전소 용량 계수 37% 

수력 발전소 용량 235 MW

전기분해시설 필요 용량 84.5 MW

‘그레이 수소’ 조달 가격 A$2 kg -1

‘블루 수소’ 조달 가격 국가 수소 로드맵은 블루 수소 (증기 메탄 개혁 + CCS)의 비용이 
A $ 2.27에서 2.77 kg-1사이의 범위로 제안하며, 비교를 위해 평균 
A $ 2.5 kg -1의 비용을 가정합니다.   

예상 ‘그린 수소’ 조달 가격 A$4.39 kg -1

P2X 기술 비용 추청 요약

총 장비 CAPEX

(10MW 척도에서 A$750/kW의 전해질 CAPEX 10% 감소 - 
용량증가)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51.7 백만

총 OPEX A$47.100만 pa

예상 타당성 조사 결과

A$2.39 g -1

A$1.89 kg -1

프로젝트 타당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현재 전기 요금 A$60 MWh -1

뉴사우스웨일즈의 이차 강철 시설에 대한 ‘회색 수소’와 
경쟁하기 위해 '그린 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

A$4 MWh -1  (@전해질 CAPEX of A$2,000 kW-1)

A$11 MWh -1  (@전해질 CAPEX of A$1,500 kW -1)

A$18 MWh-1  (@전해질 CAPEX of A$1,000 kW -1)

A$21 MWh -1  (@전해질 CAPEX of A$750 kW -1)

A$25 MWh-1  (@전해질 CAPEX of A$500 kW -1)

뉴사우스웨일즈의 ‘블루 수소’와 경쟁력있는 
‘그린 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  

A$12 MWh -1  (@전해질 CAPEX of A$2,000 kW -1)

A$19 MWh -1  (@전해질 CAPEX of A$1,500 kW -1)

A$26 MWh -1  (@전해질 CAPEX of A$1,000 kW -1)

A$29 MWh -1  (@전해질 CAPEX of A$750 kW -1)

A$33 MWh -1  (@전해질 CAPEX of A$500 kW-1)

5.4. 헌터 지역 

그림 36 : 헌터 지역의 기존 수출 인프라 지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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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지역의 공급 원료 분석

저렴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이 수출 경제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P2X 허브'는 ~ 3.8 kt 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연간 ~ 233 GWh p.a.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에푸론(60개의 풍력 터빈이 있는 300MW 풍력 발전단지)이 

건설중인 보우만즈 크릭 풍력 발전단지를 사용하여 이 구역의 P2X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9MW의 풍력 용량이 필요하며 암모니아 생성 공정에는 추가로 

122M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 단지 발전 용량의 총 ~70 %는 필요한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 구라강쪽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물 수요 

헌터 지역에는 그레이엄스타운, 토마고, 치체스터 등 이 지역의 물 

수요를 지원하는 세 개의 주요 댐이 있습니다. 항구 시설과 가장 

가까운 댐은 토마고이며 현재 54GL의 수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7 ML(메가 리터)의 수소를 생산하려면 연간 

~37ML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마고 댐 수용량의0.6% 입니다. 

헌터 워터 플랜트로부터 적절한 폐수 스트림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이 지역이 해안에 근접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지역의 P2X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담수화 해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헌터 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

헌터 지역은 P2X 연료를 사용하여 탈탄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많은 고위 광산, 광물, 제강 및 제련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HP의 마운트 아서 석탄 광산은 연료 전지 구동 조명 및 중장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화석 연료 장비와 동일한 운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가동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회사인 앵글로 아메리칸 (Anglo American)은 2021 년에 

수소 구동 광산 트럭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7

BHP, 얀코올, 글렌코어, 센테니얼 코올, 피바디 및 토마고 백주년 

석탄, 피바디 및 토마고 등 화석 연료 광산 장비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P2X 연료로 구동하는 저탄소 대안연료 변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은 NSW 주정부가 광산 부문을 저탄소 

경제로 서서히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현재 연간213 kt의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정표로, 그 수요의 

10%가 헌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린 암모니아’로 대체될 수 

있다면 연간~3.8ktpa의 그린 수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일본 수출을 위한 해운 터미널 역할을 하는 뉴캐슬 항이 이 

수출 네트워크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본의 발전용 

석탄 수요의 ~70%가 뉴캐슬항을 통해 호주에서 공급되었으며, 

뉴캐슬 항은 발전용 석탄 수출을 위한 '크라운 보석' 항구였습니다. 
176

 

 

NSW 주정부 지원의 잠재적 결과 

이 수출 경제 개발에 NSW 주정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지역 일자리 창출.

2. 일본과의 장기적인 수출 관계 수립으로 주정부에 대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

헌터 지역의 수출 허브 개발을 위한 사업성 평가 

표 5: 헌터 리전 수소 수출 허브의 주요 동인 평가.

기준 상태 평가

P2X 제품 필요  NSW 주정부는 '그린 암모니아' 수출 경제 수립을 위해 오리카 같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정표로서 일본의 현재 암모니아 수입 수요의 10%가 권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1 kt의 암모니아가 필요합니다.

P2X 제품을 구매할 중공업  일본은 '국가수소 로드맵'에서 발전소에 발전용 열연료와 혼합할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역의 재생 가능 자원 공급  보우맨즈 크릭 풍력 발전 단지는 2025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300MW의 에너지 용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용량의 70 %는 연간 생산량 ~21kt의 '그린 암모니아'생산에 필요한 수소 
연간생산량~3.8ktpa를 생산해야 합니다. 

'P2X 허브'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체

! 이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뉴 잉글랜드 및 오라나 중서부 REZs가 이 허브에 
재생 가능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 원료 가용성 – 물  ~3.8kt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38ML의 물이 필요합니다. 헌터의 토마고 댐은 이러한 
수요를 용이하게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안에 근접한 이 지역에서는 
바닷물에 대한 접근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일본수송을 위한 헌터 지역의 수출 허브 개발 사전 타당성 평가

표 6: 헌터 지역 수소 수출 허브 사전 타당성 평가.

암모니아 수송을 위한 헌터 지역의 수출 허브 개발 사전 타당성 평가

공급원료 필요 요건 

상수 값

수소 수요 3.8 ktpa

에너지 수요 233 GWhpa 

물 수요 37.8 MLpa

풍력 발전 단지 용량 계수 30%

풍력 발전 단지 용량 235 MW

전해질 용량 필요 26.7

'그레이 수소' 조달 가격 A$2 kg -1

'블루 수소' 조달 가격 국가 수소 로드맵은 블루 수소 (증기 메탄 개혁 플러스 CCS)의 
비용을 A $ 2.27에서 2.77 kg-1사이로 제안하며, 
비교를 위해 평균 비용은 A $ 2.5 kg-1입니다.  

예상 '그린 수소' 조달 가격 A$4.98 kg -1

P2X 기술 비용 요약

총 장비 CAPEX

(10MW 척도에서 A$750/kW의 전해질 CAPEX, 
용량 10배 당 비용 10% 감소)

A$17.300 만 명

총 OPEX A$143.3 백만 pa

예상 타당성 조사 결과

'회색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2.98 kg -1

'푸른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2.48 kg -1

프로젝트 타당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현재 전기 요금 A$69 MWh-1  (@Wind LCOE at 30% 용량 계수)

헌터의 깨끗한 암모니아 수출 시설에 '회색 수소'와 
경쟁하기 위해 '그린 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

A$2 MWh -1  (@전해질 CAPEX of A$2,000 kW -1)

A$10 MWh -1  (@전해질 CAPEX of A$1,500 kW -1)

A$17 MWh -1  (@전해질 CAPEX of A$1,000 kW -1)

A$21 MWh -1  (@전해질 CAPEX of A$750 kW -1)

A$25 MWh -1  (@전해질 CAPEX of A$500 kW-1)

헌터의 깨끗한 암모니아 수출 시설에 대한 
'푸른  수소'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가격.

A$11 MWh -1  (@전해질 CAPEX of A$2,000 kW -1)

A$18 MWh -1  (@전해질 CAPEX of A$1,500 kW -1)

A$25 MWh -1  (@전해질 CAPEX of A$1,000 kW -1)

A$29 MWh-1  (@전해질 CAPEX of A$750 kW -1)

A$33 MWh -1  (@전해질 CAPEX of A$500 k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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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관된 열출력을 위해 가스혼합결과 균질화를 위한 블렌드 

트레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 전역에 걸쳐 가스 블렌딩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원료 

필요량을 산출하기 위해 3개안의 천연가스와 수소의 블렌딩 

시나리오(수소 5%, 10%, 15%)를 활용할 것입니다. 

NSW주는 현재 연간 37GL/yr의 천연가스(NG)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부피 대 에너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H2-NG 

블렌드는 너 낮은 HHV(Higher Heating Value– 응축된 상태에서 

원래 있던 물과 새로 생성된 물과 함께 연료 연소에서 발생되는 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 출력을 위해 더 큰 부피의 혼합 

가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표 8, 은 H2-NG 블렌드과 비교해 NG용 

HHV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표 9, 는 수소 혼합으로 NG 소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단계 P2X 허브’ 기회 - 내륙 철도용 연료

NSW주정부는 호주 동부 해안에 이상적인 상호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파크스 지역에서 '국가 물류 허브'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파크스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멜버른에서 브리즈번까지 연결하는 '내륙 철도' 노선 개발이 

포함됩니다. 내륙 철도 노선은 현재 도로 /고속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 부하를 전환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183 

이 지역 간의 화물 운송량은 2030년까지 3,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ARTC(Australian Rail Transport Corporation

호주 철도 운송 공사)가 만든 비즈니스 케이스는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 시 35-43%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3

디젤은 호주 철도 산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연료로 2012년 

소비량이 10억 리터에 달했습니다.184 디메틸 에테르(DME)는 

디젤과의 혼합 연료로서 점점 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은 최대 13%의 디젤과 혼합한 DME 블렌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합니다. DME블랜드는  SOX및 NOX 같은 

추적가스 배출을 줄이므로 연소 효율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DME 블렌드의 열효율은 연료 효율을 높여줍니다.

DME는 메탄올을 중간 공급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제품입니다. 저공해 메탄올을 제조하는 공정은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가 화학 반응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3.5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 반응은 DME를 생산하기 위한 메탄올의 화학탈수 

작용을 포함합니다. 현재 산업 공정은 이러한 반응들을 촉진하기 

위해 2작용 촉매(bifunctional catalyst)를 사용하는 단일 공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86

내륙 철도 노선은 현재 건설 중이므로 이 철도 노선의 소비량 

데이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개발할 것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내륙 철도 트랙을 사용하여 매 2일마다 

10량의 열차가 왕복 또는 매년 열차당 ~180회의 왕복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28tpa의 DME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간 ~45tpa의 메탄올이 필요합니다. 

(연간~9tpa의 H2 와 ~63tpa의 이산화탄소 필요). 이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530MWh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NSW 주정부가 화물 철도를 천천히 탈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입니다. 

2단계 P2X 허브 기회 –

파크스 지역의 합성 화학 수출 경제의 발전은 P2X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생산은 탄소 포집 및 

재생에너지를 화학 합성 산업과 커플링 할 수 있는 훌륭한 

동인입니다. 파크스에서는 ‘썬탑 솔라’의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해서 ~34ktpa의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46.6ktpa의 이산화탄소를 가치화합니다. 

메탄올 경제는 아시아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응용분야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산의 생산으로 좀 더 최근에는 

석유와 연료혼합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화학산업의 

탈 탄소화를 위한 임베딩 에이전트로서 ‘그린 메탄올’ 소비를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189 중국은 2020년 전 세계 메탄올 수입품의 60%

를 소비하면서 또다른 '그린 메탄올'의 대안적인 판매처입니다.190  

중국은 2020년에 12,000 kt의 메탄올을 수입했습니다. 최근의 

무역 분쟁을 고려할 때, 중국과 호주의 무역 관계는 P2X 경제에 가장 

적합한 런칭 패드는 아니겠지만 다운스트림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P2X 허브 기회 – 

수소 가스 블렌딩은 재생 에너지를 가스 기반 응용 분야에 

임베딩하기 위한 섹터 커플링 경로로써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기반 발전은 재생에너지 파워 그리드와 

관련된 간헐성 문제에 보완책을 제공하기 위한 무상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산은 연중 

15-40%만 가동되므로 전력수요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스 기반 

발전이 활성화됩니다. 

NSW주는 2020년에 1,400PJ의 천연가스를 소비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소비량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91 천연가스와 수소의 

블렌딩은 NSW주정부가 가스 그리드 네트워크를 서서히 탈탄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의 혼합 상한선 및 최적 혼합 비율 한계점을 

식별하고 기존 가스 인프라를 통해 혼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개조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는 부피별 에너지 밀도가 수소에 비해 ~3x (세 배)이기 

때문에 수소와 천연가스의 혼합은 추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파크스 지역은 번성하는 광산 및 농업 부문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2단계 P2X 허브' 개발을 위한 다단계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새로운 '화물 운송 허브'의 출현은 P2X 합성 연료 산업의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발판을 제시합니다.

NSW주의 'P2X 허브'의 개발은 NSW주정부가 '특별 활성화 

구역'에 대해 설정한 주요 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P2X 경제는 NSW

주 지방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며 국가 차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36

파크스는 '재생 에너지 지대'(REZ)인 중서부 오라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78 NSW주정부는 송전 인프라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청정에너지 도입으로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NSW

주 내에 5곳의의 주요 REZ을 설립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5년 - 

10년 동안 3GW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력을 탑재하여 NSW주가 

저공해의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재생 가능 전기 공급은 NSW주  P2X 경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파크스 지역의 공급 원료 분석

REZ 인프라의 대부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가까운 프로젝트가 파크스 지역에서의 ‘2단계 2 P2X Hub’개발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 설계에 사용될 것입니다. 

캐내디언 솔라 Canadian Solar 사가 개발중인 개발 중인 썬탑

Suntop 태양광 발전소는 189MW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395GWh 

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2X 허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상적인 재생 에너지 자산이 될 것입니다. 179  태양광 

발전소는 2021년 3분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 몇 달 

이내로 전체적인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썬탑 

태양광 발전소 재생 가능 에너지가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연간 ~6.4 ktpa의 수소가 파크스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연간 6.4 ktpa의 수소 생산에는 연간 ~64ML/yr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1.8 GL의 수용 용량을 가지고 있는 레이크 

엔디보어 댐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180  댐의 전체 수용력의 4%

가 매년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소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크스 셔 위원회는 10년마다 지역에 심각한 가뭄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물 소비에 대한 엄격한 의무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레이크 엔디보어 댐의 수자원이 임계수준에 도달하는 

시나리오 하에 이 지역의 다른 2개 주요 저수지, 버렌동181과  

와이안갈라 댐182으로부터 물을 조달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크 엔디보어 댐은 최근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수용량의 8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에 추가적으로 물 원료 공급을 위한 지역의 염류 대수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 최초의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가 시드니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라바르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 

말라바르에 위치한 시드니 워터의 수처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 메탄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NSW 가스 그리드에 연간 95 TJ yr-1의 바이오 메탄을 

제공할 것이며 생산용량은 향후 200TJ yr -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  2022년까지 호주달러 8 백만불 규모의 시설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뉴캐슬에 본사를 둔 CSIRO 에너지 또한 전용 아민 솔루션 

기반 공정(0.29 tCO2/시간당)을 사용하여 대기에서 공급되는 CO2와 

재생 가능한 수소(2.7MW 전기분해 장치)를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메탄(148m3/시간당)을 생성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86 

확장된 경우 합성 메탄 비용은 $5.3/GJ로 100만 tpa(메탄 040만 

tpa)의 CO2 포집 양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86

5.5. 파크스 지역

표 7 : 내륙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디젤과 DME를 블렌딩하기 위한
기본 사례에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

항목 분량

0.06187

왕복 내륙 철도 거리 (km)

평균 열차 연료 효율 (km /L) 

3400188

디젤과 DME 혼합량 (%) 13

왕복 1회당 필요한 DME (kg) 15.5

왕복1회당 충분한 DME생산을 위해 
필요한 메탄올 양 (kg) 

25.4

표 8 :  NSW 주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3가지 블렌드 시나리오
(수소 5%, 10%, 15%)에 대한 HHV 

표 9 : NSW 주정부를 위한 3가지 수소 블렌드 시나리오별 천연 가스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의 감소

가스 HHV (MJ/L)

천연 가스 ~0.038

수소 가스 ~0.013

95% 천연 가스와
5%수소가스 블렌드 

~0.036

90% 천연 가스와
10%수소가스 블렌드

~0.035

85% 천연 가스와
15%수소가스 블렌드

~0.034

가스 천연 가스 소비 감소 

95% 천연 가스와 
H2 가스 5% 블렌드

~1.8%

90% 천연 가스와 
H2 가스 10% 블렌드

~3.6%

천연 가스  85%와 
H2 15%  가스 블렌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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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메탄올 수출 경제 개발

NSW 가스 네트워크를 위한 수소 가스 혼합



NSW주정부를 위한 3가지 수소 블렌딩 기본 사례 시나리오상으로는 에너지 용량 수요 기반조건을 볼 때 현재 파크스에서의 시행은 가능하지 않지만, 

5개 REZs에 걸친 수소 블렌딩 분산 모델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수소 블렌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를 가스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공급 원료들은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그린 수소를 NSW주의 가스 그리드에 혼합하려면 보다 신중한 공급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식염수 대수층과 

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세히 탐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REZs에 대한 현재 계획은 필요한 규모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륙철도’와 ‘메탄올 수출 경제 사례 연구’에 대해서만 시행 가능성 및 사전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표 10 :  NSW주에서 주 전역의 가스 블렌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수소 수요 
(kt/yr)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
(GW)

물 수요 
(GL yr -1)

95% 천연 가스와
5%수소가스 블렌드 

~173 ~5.1 ~1.7

90% 천연 가스와
10%수소가스 블렌드

~359 ~10.6 ~3.6

85% 천연 가스와
15%수소가스 블렌드

~558 ~16.5 ~5.6

파크스 지역 사업 시행 가능성 평가에서 내륙 철도 소비를 위한 P2X 연료의 생산

표 11 : 파크스에서 P2X연료 생산을 위한 핵심 동인들 

기준 상태 평가

P2X 제품 수요  철도용으로 디젤 혼합 블렌드를 위해 최대 13%의 용량을 DM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ME는 메탄올의 부산물입니다.

P2X 제품 오프테이크를 위한 
중공업 산업 

 현재 멜버른에서 브리즈번으로 가는 화물 운송을 위해 건설 중인 '내륙 철도'는 
P2X 기술로 생산된 혼합 연료를 위한 잠재적인 오프테이크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시다리오는 열차10량의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열차가 1년동안 180회의 왕복운행)

해당 지역 내의 
재생 가능 자원

 파크스 지역에서 건설 중인 ‘썬 탑(Suntop) 태양광 발전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이상적인 태양광 공급업체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단지 ~530 MWh 의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P2X 허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체

! *에너지 공급업체와 이 프로젝트를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공급 원료 가용성 - 물  이 프로젝트에는 연간 ~90 ML/yr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1.8GL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엔데버 호수 댐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스의 내륙 철도 소비용P2X 연료 생산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표 12 :  파크스의 P2X 연료 생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파크스의 내륙 철도 소비용P2X 연료 생산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공급원료 수요

상수 값

수소 수요 9 tpa

에너지 수요 530 MWhpa

물 수요 90 ML pa.

태양광 발전소 용량 계수 24%

태양광 발전소 용량 189 MW

필요한 전기분해장치 용량 60 kW

'그레이 수소' 조달 가격 A$2 kg -1

'블루 수소' 조달 가격 국가 수소 로드맵은 블루 수소 (증기 메탄 리포밍 + CCS)의 비용을 

A$ 2.27에서 2.77 kg-1 범위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위해 평균비용을 A$2.5kg-1로 가정했습니다.

'그린 수소' 조달 가격 추정 A$4.46 kg -1

P2X 기술 비용 추정가 요약 

총 장비 CAPEX

(10MW규모에서 A$750/kW의 전기분해장치 CAPEX, 
용량이 10배씩 증가할수록 비용 10% 감소)

~A$60,000

총 OPEX A$0.014 백만 p.a.

예상 타당성 조사 결과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2.26 kg -1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1.96 kg -1

프로젝트 타당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현재 전기 요금 57 MWh-1 (@Solar LCOE at 24% 용량 계수)

'그린 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은 파크스의 P2X 기반 

급유 시설에 대한 ‘그레이 수소'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성되지 않음 (@Electrolyzer CAPEX of A$2,000 kW -1)

A$3 MWh-1  (@Electrolyzer CAPEX of A$1,500 kW -1)

A$12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1,000 kW -1)

A$17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750 kW -1)

A$22 MWh-1  (@Electrolyzer CAPEX of A$500 kW -1)

'그린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은 파크스의 P2X 기반 

급유 시설에 대한 '블루 수소'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성되지 않음  (@Electrolyzer CAPEX of A$2,000 kW-1)

A$11 MWh-1  (@Electrolyzer CAPEX of A$1,500 kW -1)

A$21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1,000 kW -1)

A$26 MWh-1  (@Electrolyzer CAPEX of A$750 kW -1)

A$31 MWh-1  (@Electrolyzer CAPEX of A$500 k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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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스 지역 사업 시행 가능성 평가에서 메탄올 수출 경제의 개발 

표 13 : 파크스 지역의 메탄올 수출경제 생산을 위한 핵심동인

기준 상태 평가

P2X 제품 수요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산의 화학적 합성을 위한 기본 공급원료로 사용됩니다. 
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본 공급원료로써 '저공해 메탄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P2X 제품 오프테이크를 
위한 중공업 산업

 메탄올은 화학 합성을 위한 기본 공급원료로서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공해' 메탄올의 핵심 소비자이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메탄올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해당 지역 내
재생 가능 자원

 파크스 지역에서 건설 중인 ‘썬 탑(Suntop) 태양광 발전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이상적인 
태양광 공급업체입니다. 189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34ktpa의 메탄올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연간 메탄올 수입량의 0.28%에 해당합니다. 

'P2X 허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체

! *에너지 공급업체와 이 프로젝트를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공급 원료 가용성 - 물  이 프로젝트에는 연간 ~64 ML/yr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1.8GL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엔데버 호수 댐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스 지역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메탄올 수출 경제 개발

표 14 : 파크스의 메탄올 수출 경제 의 사전 타당성 평가 

파크스 지역의 의 메탄올 수출 경제 발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

공급원료 수요 

상수 값

수소 수요 6.4 ktpa

에너지 수요 395 GWhpa

Water Demand 64 MLpa

태양광 발전소 용량 계수 24%

태양광 발전소 용량 189 MW

필요한 전기분해장치 용량 45 MW

'그레이 수소' 조달 가격 A$2 kg -1

'블루 수소' 조달 가격 국가 수소 로드맵은 블루 수소 (증기 메탄 리포밍+CCS)의 비용을 

A$ 2.27에서 2.77 kg-1 범위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위해 평균비용을 A$2.5kg -1로 가정했습니다.

'그린 수소' 조달 가격 추정 A$4.22 kg -1

Estimated Summary of Costs for P2X Technology

총 장비 CAPEX

(10MW규모에서 A$750/kW의 전기분해장치 CAPEX, 
용량이 10배씩 증가할수록 비용 10% 감소)

A$2,840만  

총 OPEX A$2,400만pa

예상 타당성 조사 결과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2.22 kg -1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의 현재 가격 차이 A$1.72 kg -1

프로젝트 타당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현재 전기 요금 57 MWh-1  (@Solar LCOE 24% 용량 계수)

'그린 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은 파크스의 P2X 기반 

급유 시설에 대한 ‘그레이 수소'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A$3 MWh-1 (@Electrolyzer CAPEX of A$2,000 kW -1)

A$11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1,500 kW -1)

A$18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1,000 kW-1)

A$21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750 kW -1)

A$25 MWh-1 (@Electrolyzer CAPEX of A$500 kW -1)

'그린수소'에 필요한 전기 가격은 파크스의 P2X 기반 

급유 시설에 대한 '블루 수소'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A$3 MWh-1 (@Electrolyzer CAPEX of A$2,600 kW -1)

A$11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2,000 kW -1)

A$19 MWh -1  (@Electrolyzer CAPEX of A$1,500 kW -1)

A$29 MWh-1 (@Electrolyzer CAPEX of A$750 kW -1)

A$32 MWh-1 (@Electrolyzer CAPEX of A$500 k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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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의 신흥 기술 구역

섹션 4에서 보았듯이 NSW주는 P2X 생태계의 풍부한 

혁신문화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대부분이 

상용화 직전 단계이며 향후 10년동안 국내 시장의 일부로 자리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NSW주의 지방 경제는 이런 비지니스들이 만개하기에 이상적인 

런치패드를 제공합니다. NSW주 지방의 토지 임대 및 노동력 등 

신흥 기술을 위한 핵심 비용 센터가 대도시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NSW주정부는이러한 신흥산업들의 NSW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새로운 P2X기술의 채태/지원을 위해 지방 산업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상호 연결 기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리베리나 지역의 청정 에너지에 농업 폐수 활용 

스위치2(SwitcH)사는 2024년까지 상업용 폐수 전기 분해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빠르게 규모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폐수를 수소로 전환하여 순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농산업을 위한 핵심 비용센터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환 수소’는 ‘재생가능한 전자’의 간헐성이라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 

환경에서는 필요이상의 태영열을 수소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연료전지 구동차량(트랙터, 트럭 및 지게차 등), 보일러를 위한 열 

연료 또는 에너지 저장을 위한 기본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택한 이러한 농장들은 이제 ‘오프 그리드’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에, 이는 농업부문에 가격변동이 심한 그리드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독특한 대비책’을 제공합니다. NSW주의 경우, 

이는 그리드 부하 관리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훌륭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스위치 2(SwitcH2)사와 와 하이드진 리뉴어블(HydGene 

Renewable)사를 런칭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지로는 포도원, 

사탕수수, 쌀과 채소농장 같은 산업들이 있어 폐수 전기 분해 

기술을 위한 이상적인 공급 원료를 생산하는 리베리나 및 

와가와가/모리의 특별 활성화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2018/19년에 

220GL의 폐수를 소비했습니다. 75%의 소비/재활용률을 가정하면 

연간  ~2,750 ktpa 의 수소 생산에 충분합니다.

역 공급망 지원을 위한 혁신 커플링:

라보(LAVO)사의 금속수소화물(metal hydride) 저장 기술 또는 

아덴트(Ardent)사의 지하 저장 기술과 재생 가능한 수소 생성을 

결합한다면 대규모의 수소 저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NWS주를 위한 ‘역에너지/화학 공급 체인’을 만들기 위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자원의 순 소비자'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농업 부문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폐수 안정화는 이런 방정식을 역으로 

되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라보(LAVO)사의 금속수소화물(metal hydride) 저장 기술 또는 

아덴트(Ardent)사의 지하 저장 기술과 재생 가능한 수소 생성을 

결합한다면 '순환 수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보(LAVO)사와 아덴트(Ardent)사는 모두 전통적인 스토리지 

경로에 대한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기술의 성공적인 확장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들을 위한 '분산 저탄소 루프'를 만들 게 해줄 것입니다. 

열 연료 산업은 여전히 경제적인 제약으로 자리잡고 있는 천연 

가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분산 

저탄소 루프’의 활용은 향후 NSW주가 무 탄소 배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나 

중서부의 유제품 및 반려동물 식품 산업과 같은 산업들은 이 새로운 

솔루션을 위한 이상적인 단기 시장입니다. 

추가적인 기회들 

HERO와 같은 기술은 수소의 연소 효율을 높여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 기술은 

NSW주의 열 연료 산업이 장기적으로 탈 탄소화 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NSW주의 광산 부문은 장기적으로 이 

기술의 확장 및 임베딩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중기적으로 UNSW의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기술은 중앙 집중식 

암모니아 생산에서 분산형 암모니아 생산으로의 변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소규모의 하버-보쉬 공정의 현재 타당성 한계는 

암모니아 산업이 넘어야할 큰 장애물입니다. UNSW의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기술의 효율성 최적화 및 규모확장은 NSW주의 

‘재생가능한 전자’의 추가적인 도입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NSW주 내의 이러한 기술 임베딩 및 확장을 통해 NSW주는 P2X 

기술 분야의 시장 선두 주자로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NSW주가 청정 에너지 혁신을 위한 ‘신호등’이 되어 정부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과 지역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5.6.2. NSW 북부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로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기회

NSW주의 북부 강 지역은 클라렌스 강, 리치몬드 강, 트위드 강의 

유역과 비옥한 계곡을 포함하고 있으며, (퀸즐랜드 국경에 인접한) 

트위드 헤드 북쪽으로부터 클라렌스 강 유역의 남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300,000명의 거주인구와 32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은 107,411개의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위치한 케이프 바이런 매니지먼트(CBM, Cape Byron 

Management)사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노던 리버스 지구에 있는 

콘동과 브로드워터에 매년 350Gwh의 전기를 생산하며 농업, 어업, 

관광업등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두개의 30MW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지역의 설탕 공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내 에너지 

시장(National Energy Market- NEM)에 연중 무휴로 기본 전력을 

제공합니다. 

설탕 시즌 동안에는 NEM에 제공하는 전기 뿐만 아니라 설탕 

가공을 위해 두개의 설탕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 저압 증기를 

제공합니다. CBM의 전력 및 증기 공급은 이 지역의 설탕 산업 및 

이와 관련된 2,500개의 일자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CBM은 바이오매스로부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 타당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목표는 지역내의 모빌리티 및 물류에 대한 급유 

옵션으로 이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공장들은 주요 교통 및 산업 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던 리버스 구역의 핵심적인 급유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NSW주 

전역의 교통에 사용할 수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히링가(Hiringa) Pty Ltd 같은 기업들은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상업, 산업 및 농업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CBM 시범 사이트는 NSW지역 및 샤이어에 걸쳐 소규모의 

수소생산단위를 위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바이오 매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린 수소를 위한 동력원으로 폐기물류를 포함하여 폭넓은 다양한 

연료를 탐색하게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지구 협의회들이 

개발된 기술과 가정폐기물, 매립 가스 및 그린 폐기물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옵션을 활용하여 수소생산에 사용하고 전국적인 운송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잠재적으로는 매립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5.6.3. 보타니 항의 기회 

보타니 산업 단지는 NSW주 석유화학산업의 요지이며 보타니 항에 

인접한 뱅크스매도우에 있는 보타니 베이 북동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산업단지에서 운영되는 주요 산업 기업들은 

케노스(Qenos Pty Ltd,), 인도라마 벤처스 옥사이드 

오스트레일리아 (Indorama Ventures Oxides Australia Pty Ltd) 

및 아이솜(IXOM Ltd)입니다. 다른 마이너 운영사들로는 

에어리퀴드 오스트레일리아 (Air Liquide Australia) 및 엘가스(El-

gas Ltd)가 포함됩니다. 192

기존 운영사업 

케노스(Qenos)사는 호주 최대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이며 보타니 

항에 위치한 케노스 사의 시설에서는 올레핀을, 뭄바에서 

시드니까지의 에탄 파이프라인으로 보타니베이에 운송되는 

에탄으로 연간 290ktpa가량의 에틸렌을 생산합니다. 193

호주 남부, 뭄바에서 산토스사가 천연 가스를 가공하여 1,375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기 위해 다른 성분들과 에탄을 

분리합니다. 194 그리고 나서 증기 분해 같은 공정과 추가처리 및 

분류과정을 거친 후 보타니 사이트에서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해 

운송됩니다.194  이 에틸렌은 이후 알카테인® (Alkathene®) 또는 

알카투프®(Alkatuff®)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에틸렌 산화물 

생산용으로 인도라마 벤처스 옥사이드 오스트레일리아 공장으로 

이송되거나 또는 수출을 위해 보타니 항으로 이송됩니다.194 

NSW주의 초과 그리드에 대한 ‘대비책’, 수소 

새로운 P2X 기술은 <500kW 시스템과 함께 '분산 허브' 개발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공급원료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순환 수소’ 를 생산하도록 

새롭게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계량기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들의 무료사용은 에너지 

운영자가 언제 시스템을 운영할지 지시하도록 보장해주며 이러한 

자산들을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런 

허브들은 NSW전역에 걸쳐 상당한 양의 잉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보유한 지역들에 흩어져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생산되는 수소는 저탄소 모빌리티 차대(예를 들어 버스)나 현지화 

가스 블렌딩같은 지방 정부의 에너지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NSW주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 매칭 

같은)그리드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뿌리깊은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탄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안정화

APA 그룹과 서던 그린 가스(Southern Green Gas)는 시멘트, 광업 

및 식품 가공처럼 이산탄소 배출이 큰 스트림을 합성 메탄으로 

처리하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직접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연간 27 ML/yr 의 합성 메탄을 생성하기 위한 

규모로 테스트 중입니다. 이 공장은 기존 가스 네트워크에 메탄을 

주입하기 위해 퀸즐랜드의 월룸빌라 가스 허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5.6. 기타 기회

 
•

 •아덴트(Ardent)사는 수소의 저장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라보(LAVO)사의 기술은 에너지 저장 발자국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은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술들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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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고압 오토클레이브 공정을 사용하여 연간 88ktpa 의 

LDPE(Alkathene®) 가 제조됩니다.193 또한 유니폴(Unipol)TM 가스 

단계 공정(Gas Phase Process)을 사용하여 연간 100ktpa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과 HDPE가 생산되며 이를 결합하여 

알카투프 Alkatuff ®를 생산합니다. 194,195 케노스 사는 또한 보타니 

산업단지를 위한 유틸리티 제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증기 

생산을 위한 석탄화력 보일러 두 대와 천연가스 화력 보일러 한 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냉각수와 유출물의 처리를 

제공합니다.196 전기는 외부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마 벤처스 옥사이드 공장은 연간 40ktpa규모의 

에틸렌옥사이드 공장의 원료로 케노스 공장에서 생산된 에틸렌과 

에어 리퀴드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사용합니다. 197,198  에틸렌옥사이드 

제조과정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는 에어 리퀴드와 BOC로 운반되어 

사용됩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다시 공급원료로 사용되며 물과 

반응하여 연간 16,000tpa의 에틸렌글리콜을 생산합니다. 197 

에틸렌옥사이드는 또한 알코올과 반응하여 연간 5,000tpa의 

글리콜에테르를 생산합니다.197 추가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는 지방 

유기물과 반응하여 연간 35,000tpa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생산합니다.197 이렇게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첨가하여 다른 특수 

화학물질들이 생산되며 이 공장은 300개 이상의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198

이 사이트의 마지막 주요 운영기업은 아이솜 IXOM입니다. 2015년 

아이솜은 오리카Orica사와 분리되어 독립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이솜 

보타니 클로알칼리 시설은 무수은 멤브레인 기술을 사용하며 해수를 

이용한 염수 전해질을 통해 연간 31ktpa의 염소을 생산합니다.199,200  

전기분해과정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는 HCl 버너에서 염소와 

결합되어 연간 55,000kLpa의 염산을 생산합니다.199 염소는 철과 

철염화물과 함께  반응하여 연간21,200tpa의 염화제이철(ferric 

chloride), 연간 36,000tpa의 가성차아염소산염(Caustic Hypochlo-

rite) 및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을 

생산합니다. 199

보타니 산업 단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P2X의 역할

기존의 보타니 산업단지 운영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화학산업은 석유 화학물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을 

위한 기본 공급 원료뿐만 아니라 현장의 유틸리티 제공까지 

석유화학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기반 에탄이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핵심적인 공급원료이며 증기 생산의 중요한 열 

에너지원은 석탄과 천연가스입니다. 추정에 의하면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1톤마다 0.3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198 이는 공정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1996년의 절반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98

현재 용광로와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가 케노스 사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현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201 

특히 에틸렌 생산에 사용되는 에탄을 제외하고 에너지를 위해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양은 2015년 기준, 알토나(Altona, 205ktpa)및 

보타니 베이 사이트(290ktpa)를 합하여 연간8PJ annum-1로 

추정됩니다. 193,202

각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에틸렌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분할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보타니 산업 단지의 총 유틸리티에 

연간 총 4.69PJ p.a.가 필요합니다. 천연 가스의 발열량과 수소의 

밀도를 사용하면 천연가스 에너지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는 연간 

9,600tpa 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추정됩니다. 석탄 기반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소가 사용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가능한 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201

보타니 항의 재생가능 수소 수출 기회 

2021년 5월, 보타니 항은 총 9,14120피트 상당 단위(TEU)의 수입 

화학물과 2,304TEUs의 수출 화학물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NSW주의 

벌크 화학물질의 90%를 차지하는 양입니다.203 보타니 항에는 2개의 

벌크 액상 정박지가 있으며 현재 정제오일, 가스, 화학물질 및 역청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204  이 구역은 매년 550만 kL의 벌크 

액체와 가스를 취급합니다.204 여기에는 65,000톤의 LPG용량을 

보유한 엘가스 카번을 포함한 저장시설들과 인근 산업 구역에 직접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5 또한 항구를 출입하는 

철도도 있습니다.204

따라서 보타니 항은 수소 기반 수출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 인프라와 인접 

산업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액상 수소의 직접 

수출을 위해서는 액화 시설 및 극저온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뭄바에서 시드니까지의 파이프라인을 그린 수소 

공급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205 또한 항구를 

출입하는 철도도 있습니다.204

수소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 남부 뭄바에 블루 수소 설비를 건설해야 

합니다. 206 

또한 암모니아 및 메탄올같은 액세 수소 캐리어의 생산을 위해서 

현장에 새로운 산업 공정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보타니 베이 지역에 새로운 환경 및 안전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타니 항 부근의 높은 인구밀도는 허브 후보지로서 

이곳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급원료 및 연료로서 수소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와 

산업을 전환하는 것은 보타니 산업 구역의 탈 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제품 레인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높은 비용과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6.  NSW주의 P2X 에코구역 시행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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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NSW 주의 P2X 에코구역 시행을 위한 로드맵  

기술발전에 대한 산업, 연구 및 정부의 협업 노력을 위한 주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NSW P2X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의 공식화

1단계 (2021-2022): 협업 및 지식 공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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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NSW주 내의 NSW P2X 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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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는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P2X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SW주는 

성공을 위한 모든 필수 조건들을 보유하고 P2X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 5장의 시나리오 분석은 멀티 

P2X허브들을 구축할 수 있는 NSW주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P2X허브들은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적 규모의 생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P2X허브들의 구체화는 단기간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발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역량 및 용량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기술적 경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찾아낸 결과와 이해 관계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향후 NSW주의 P2X 경제 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4단계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R&D의 협업과 집단적 노력으로 시작하여, 기술 상용화 및 수요 집계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담보가능 

자산으로써 산업계에 의해 광범위한 기술 채택과 함께 임계질량에 도달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 로드맵은 그럼 37로 설명되며 각 단계 별 

과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구 혁신 네트워크는 혁신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연구, 개발 및 상업화 전문지식 클러스터 이자 커뮤니티, 물리적 그리고 가상적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구축 및 협업을 위한 독립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성공적인 혁신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상업화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창조하고, 산업계와 정부에 증거기반의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점을 창출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합니다.

NSW 주정부는 NSW주가 강력한 R&D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 혁신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NSW 수석 과학자 및 엔지니어 사무국은 첨단 감지, 국방 및 순환 경제 

분야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NSW 기획 산업 및 환경부는 산불, 에너지 효율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허브를 

설립했습니다. 몇몇 이미 발전된 네트워크들은 R&D를 조정하고 NSW주에 상당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혁신 네트워크는 NSW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백5십만 달러의 지원금을 레버리지 하여NSW 혁신 생태계에 2천2백만 달러 

이상의 R&D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1

NSW P2X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는 이해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그룹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기술 발명가와 업계 최종 사용자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및 산업 혁신을 

위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장벽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산업 및 정부의 다양한 '문제 

소유자'가 다른 기업, 기업가, 연구원, 사상 리더, 과학자, 엔지니어, 투자자 및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 해결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협업 및 조정 서비스는 미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실용적이며 혁신적인 P2X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경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지식 공유 및 정보 통신은 이해 관계자들이 한 R&D에 대한 투자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협의에서NSW P2X 이해 관계자는 NSW의 기술 개발 및 역량 구축에 대한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모멘텀을 포착하기 위해 40명 이상의 회원(부록 D)으로 구성된 컨소시엄(NSWP2X)을 시작했으며 이 

네트워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은 영연방 및 NSW 주 정부 기관,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로컬 

산업계, NSW 연구 및 기술 발명가, 글로벌 P2X 공급망, 다국적 및 NGO등입니다. NSWP2X 컨소시엄은 NSW P2X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의 회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명확한 목표,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 및 장기적인 효과적인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측정 가능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섹션 3 및 부록 A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데모 프로젝트 및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P2X 도메인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NSW주 (및 

전 세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기술 최종 사용자를 위한 P2X 기술 및 경제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초기 평가를 통해 

투자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데모 프로젝트 시행은 P2X 기술을 제어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산업 환경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상용화 프로젝트는 상용화를 위해 이러한 P2X 기술을 테스트, 검증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적인 라이센스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금융적 측면에서 완전히 산업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데이터와 지식들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시행은  P2X 연구 혁신 네트워크 및 R&D 

상업화 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기존 파트너십, 인프라 및 초기 투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연구 장비, 시설, 인프라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기능은 연구원과 혁신가가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 상업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P2X를 위한 새로운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P2X 

산업에 필요한 연구 우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명가에게 R&D 결과를 시제품, 사전 제조, 평가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럿 및 사전 상용화 시험을 통해 생성된 지식과 데이터는 재무 및 기술적 관점을 

통해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연구 시설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 재무 관리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를 고용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이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은 P2X 분야의 산업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NSW 주의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접근 가능한 연구 인프라는 NSW주의 P2X 

역량을 강화하여 P2X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국제적인 플레이어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NSW주에 유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P2X 산업 개발에 대한 추가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산-연-관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R&D 상업화 허브의 설립은 P2X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성숙한 협력과 파트너십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NSW주에서 상업적 규모의 P2X가 초기에 급증하여 적용되는 것은 소규모의 분산형 프로젝트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단계의 

예비 상용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현지의 전력 연료 및 청정화학 물질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규모 면에서 <10MW정도의 전기분해 역량을 가진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이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특성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광산 및 농업지처럼 운송비가 소요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현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모듈형 모빌리티 디자인은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이크로 생산 시설 운영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물류적인 요구사항이나, 

공급재료의 수요가 더 적으며 작은 규모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승인 프로세스는 

보다 빠르게 단축될 수 있으며 건설 및 배치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투자 및 운영비용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기존 인프라를 레버리지 하는 마이크로 생산 시설의 그린 투자 및 브라운 필드 개조 운영이 

모두 예상됩니다. 

2단계 (2023-2030): 기술 R&D 및 상용화

상용화 중심의 R&D 프로젝트를 위해 기술 발명가 및 최종 사용자에게 연구 인프라, 전문 지식 및 리소스를 제공하는 
P2X R&D 상업화 허브 구축2

딥-테크놀로지를 위한 인큐베이션 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며 청정 기술의 경우 보통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by 2050)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청정기술의 

대부분이 이미 상용화 되어 현재 시장에 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50년 또는 그 전까지 무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의 거의 절반이 P2X처렁 현재 초기 데모나 프로토 타입 단계에 있는 신기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P2X의 R&D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NSW주는 수많은 기술들이 지식의 축적과 

근본적인 연구 단계들을 거쳐간 강력한 P2X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2X기술의 개발 및 데모 단계(예, TRL3-TRL6

사이의 기술 준비 수준 (TRL)에서 목표한 투자는 인큐베이션을 가속화하고 초기 산업 도입을 위한 상업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NSW주 그리고 호주는 글로벌 전력 연료의 지형과 청정 화학 시장의지형을 바꿀 수 있을 

획기적인 P2X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는 NSW주에 기존 시장 주도 기술과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P2X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D 상업화 허브는 연구 인프라, 전문 지식 및 자원을 갖춘 이러한 혁신적인 P2X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술적 경로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현지에서 발명된 P2X 기술에 투자3

타당성 조사 및 데모 프로젝트 같은 예비 상용화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산업 규모의 초기 기술 채택 및 시행의 물꼬 트기 4

3단계(2025-2030): 시장 준비

현지 수요 충족용 소규모 P2X 생산을 위한 분산형 마이크로-제조 시설 배치 5

장기적인 대규모 생산을 위한 오프 테이크 계약 및 투자신뢰 구축을 위한 P2X 제품의 수출 기회 파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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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는 에너지 자원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같은 많은 

국가들은 현지 재생 가능 자원이 제한적이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해 높은 P2X수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는 그린 전력 연료 및 화학물질을 위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P2X 공급망 그리고 NSW주와 

이런 잠재적 P2X구매자들 간의 기술, 규제, 물류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한다면 대규모 생산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NSW같은 NSW주정부의 무역투자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이런 ‘바이어’ 

정부 및 산업들과 P2X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약을 협상하며 오프테이크 계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규모 P2X

프로젝트의 위험을 더 제거해 줄 것이며 NSW주 내에서 더 많은 산업들이 P2X사업 운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P2X 허브는 중앙집중식 대규모 생산을 위해 배치될 것이며 수십 MW에서 GW단위의 전기분해 용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P2X 허브는 주요 교통 인프라, 저비용 전기를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 풍부한 

공급원료(즉, 물)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중공업 및 새로운 산업 구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해외 시장에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허브 및 스포크 모델, 마이크로 설비 및 2단계에 배치된 분산형 소규모 P2X 생산 시설을 채택하면 중앙 집중식 

P2X 허브를 지원하기 위한 스포크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허브 및 스포크는 공유 인프라, 고객 기반, 전문 지식 및 리소스를 

통해 P2X 제품의 지속적인 이동과 생산성 향상을 제공합니다. P2X 허브는 지역 수요를 충족하고 화석 연료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연료와 청정 화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일부 수출 중심 허브는 해외 시장으로의 운송을 모색할 것입니다. 

P2X를 통한 재생 가능 광산은 광업 및 광물 산업의 '채굴 운송' 모델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NSW주는 생산, 운송 및 활용 

전반에 걸쳐 P2X 산업을 위한 현지 제조역량을 수립하기 위해 경쟁적 우위를 가진 곳을 엄선할 것입니다. 지역 제조 역량을 가치 

사슬의 상위 단계로 끌어올리면 P2X 기술, 서비스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및 수출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P2X 생산에는 전기 분해기, 원자로, 중요한 광물 가공업체, 압축기, 

분리기, 정수기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장비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와 기계들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공급 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지만 NSW주는 이러한 기술과 장비의 현지 제조 능력을 개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발명되고 상용화된 P2X 기술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상당한 투자와 자원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고급 제조, 

자동화, 감지 및 디지털화 기술분야의 강력한 역량의 지원으로 NSW주는 주에 가장 큰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증대를 가져다 줄 

이러한 기술들 또는 요소들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P2X 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P2X 친환경 산업 구역은 P2X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함께 

자리를 잡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구역은 전력 연료 생산, 그린 철강, 화학 및 비료 제조와 같은 

P2X-집약적  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공업 기업들이 산업 특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자, 공급 원료 

공급 업체, 장비 제조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예 : 전해질기) 및 다운스트림 고객들을 포함한 다양한 P2X 산업들이 산업 특구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산업특구 임차기업들은 저 비용의P2X 제품, 공유 인프라 및 숙련된 인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산업특수 구역은 P2X 산업 공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기업들은 공동체 로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P2X 제품, 서비스, 공급원료 및 부산물의 물리적 교환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3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수구역은 P2X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산업, 운송 및 농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 또는 무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한 경제적 이익과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단계 (2031-2050): 산업 배포

대규모 생산을 위한 P2X 허브 배치7

수직통합 P2X 가치 사슬 및 로컬 제조 역량 구축 8

P2X 친환경 산업 특구 개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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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제안된 P2X 구역의 회로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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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현재 진행 중 및 계획이 발표된 P2X 프로젝트

A.1. 그린 수소 프로젝트

표 15 : 진행 중인 그리고 공표된 그린 수소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이름 위치 용량 상태
P2X 
피드스톡 투자 프로젝트 유형 Ref.

호주

제메나 웨스턴 
시드니 그린 가스 
프로젝트

웨스턴,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500 kW 
PEM 
전기분해기

공사 중

(2021년 중반 

가동예정)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1천5백만 달러 데모 프로젝트 
(천연 가스 그리드에 
H2 가스 주입).

22

프로젝트 NEO – 
(인피니트 
블루 에너지)

헌터 밸리, 
뉴사우스
웨일즈

1,000 MW 사전타당성 분석

(2027 가동예정) 

물, 
전용 재생 
가능 에너지

예상 비용: 
A$27억 달러 

상업 플랜트
(최저소요 전력 발전소).

207

네오엔 
오스트레일리아 
수소 슈퍼허브

크리스탈 브룩, 
남호주

50 MW 공사 중

(2023년 2분기 
가동예정)

물, 
전용 재생 
가능 에너지

A$2천4백만 달러 데모 플랜트 
(그리드 퍼밍).

208

머치슨 재생 가능 
수소 프로젝트

칼바리, 
서호주

개발 단계 
(파일럿 플랜트)

물, 
전용 재생 
가능 에너지

A$100억 달러 
(전체 세 단계 완료)

상업용 플랜트
(지멘스 PEM 기술을 
사용한 H2를 생성하기 
위해 5000MW 태양광 
및 풍력 용량)

 

209

AGIG 수소 파크 
남호주 

톤슬리 
디스트릭트, 
남호주

1.25 MW 
PEM 
전기분해기

운영 
(2021년 1분기)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1천1백40만 달러 상업용 플랜트
(가스 그리드에 주입하기 
위한 지멘스의 실라이저 
PEM)

210

수소 파크 
글래드스톤
(HyP  글래드스톤)

글래드스톤, 
퀸즐랜드

175 kW 
PEM 
전기분해기

프로젝트 개발 
최종 단계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4백20만 달러

(퀸즐랜드 정부로부터 
A$17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데모 플랜트
(천연 가스 그리드에 
수소 가스 주입) 

211

수소 파크
머레이 밸리
(HyP  머레이 밸리)

우동가, 
빅토리아 주

10 MW 
전기분해기

개발 중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3천2백10만 달러 
(ARENA가 제공하는 
자금 - 재생 가능 
수소 배포 기금) 

(ARENA가 제공하는 
자금 - 재생 가능 
수소 배포 기금) 

212,213

청정 에너지 
혁신 파크

와라다르게,
서호주

10 MW 
전기분해기

개발 중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2천8백만 달러
(ARENA가 제공하는 
자금 - 재생 가능 
수소 배포 기금) 

(ARENA가 제공하는 
자금 - 재생 가능 
수소 배포 기금) 

212,213

아시아

후쿠시마 수소 
에너지 연구 분야 

후쿠시마

일본

10 MW 
전기분해기

운영

(2020)

물, 현장 전용 
재생 가능 
에너지 

A$243 million 상업용 플랜트(연료전지 
차량 급유용 H2 소매)

214

유럽

H&R 외르케 
함부르크-노이호프 
프로젝트

함부르크, 
독일

5 MW PEM 
전기분해기

운영
(2017)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1천5백만 달러 상업 플랜트(인근 
정유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소)

215

H2FUTURE 
프로젝트 (FCHJU)

린츠 (주) 

오스트리아

6 MW PEM 
전기분해기

운영
(2020)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A$2천9백만 파일럿 플랜트(지멘스 
실라이저 300 PEM 
철강 제조 용 PEM)

216

에너기파크 마인츠 
프로젝트

마인츠

독일

6 MW PEM 
전기분해기

운영
(2017)

물, 잉여 재생
가능 에너지

A$2천6백만 달러 파일럿 플랜트(지멘스 
PEM 전해질을 이용한 
수소 저장)

217

린데 루나   
화학 단지

루나, 

독일

24 MW PEM 
전기분해기

공사중

(2022년 
3분기 운영)

물, 그리드 제공 
재생가능 에너지

공개되지 않음 상업용 플랜트(연료전지 
차량용 H2 용 ITM PEM 
전해질기)  

218

웨스트 코스트 100 
프로젝트

웨스트 코스트,

독일

30 MW – 
스테이지 1

(700 MW – 
최종)

프로젝트 개발의 
최종 단계

물, 전용 재생 
가능 에너지

초기: 
A$4천6백만 달러

(최종: 
1억 3천6백만)

상업용 플랜트(H2가맹점 
공장을 위한 티센크럽 
전기분해기)  

219

미국

에어 리퀴드 
퀘벡 공장

베캔쿠르

캐나다

20 MW PEM 
전기분해기

운영

(2021)

물, 
재생 가능 전기

공개되지 않음 상업용 플랜트 
(커민스 HyLZER 
전해질 H2소매)  

220

니콜라 코퍼레이션 
프로젝트

유타

미국

85 MW 전기분해기 
구입

물, 
재생 가능 전기

A$1억 9백만 상업용 플랜트
(H2급유 작업을 위한 
넬 알칼리성 
전기분해기)

221

플로리다 파워 & 
라이트 프로젝트

오키초비,

미국

20 MW 제안 물, 
잉여 재생 가능

A$8천3백만 파일럿 플랜트
(천연 가스 발전소에 
H2 연료 보충제를 
공급하는 전기분해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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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표 16 : 진행 중 및 발표된 녹색 암모니아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이름 위치 용량 상태
P2X 
피드스톡 투자 프로젝트 유형 Ref.

오스트레일리아

QNP
타당성 조사 

모라드,
퀸즐랜드

20ktpa 연구 완료
(2020년 
2분기)

H2  (전기 분해), 
N2  (공기)

 제안: 
A$150 – 2억

파일럿 프로젝트 
(기존 하버 보쉬 공장을 
개조하기 위해 30 MW 
전기분해기에서 H2)

223

프로젝트 게리 
타당성 조사 
(BP – GHD)

제럴드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20ktpa - 1st  
단계

1000 ktpa  - 
결승

타당성 분석
(NA)

H2,  그리드, 
물, N2에서 
재생 가능

연구 비용: 
A$4.4 mil. 
(아레나 & BP)

파일럿/상업 플랜트
(수출을 위한 녹색 
암모니아 생성 – 
H2 전해질 + HB 공정)

224

에어 페닌술라 
게이트웨이TM  
(H2U 그룹)

에어 반도, 
남호주

120tpd 공사 중
(2022년까지 
파일럿 단계)

H2,  그리드, 
물, N2에서 
재생 가능

A$2억 4천만 달러 파일럿/상업 플랜트
(수출을 위한 녹색 
암모니아 생성 – 
75MW 전해질 + HB 공정)

225

유리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야라 비료)

필바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0단계  – 1 %  
암모니아 공급  
(2023)

1단계 - 2 - 6%
암모니아 공급  
(2026)

2단계 – 새로운 
800ktpa 그린 
암모니아 공장
(2028)

3단계 - 80% - 100%
암모니아 공급
(2030)

건설 중인 
파일럿 플랜트 
(운영: 2023년 
2분기)

H2,  그리드, 
물, N2에서 
재생 가능

A$7천만 달러
(1단계 예상 비용)

이 프로젝트는 
ARENA로부터 
4,25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 1단계 재생 가능 
수소 배치 기금
(10MW 전해질기)

시범플랜트(10MW 
전해질기)는 기존 HB 
공정에 H2를 공급하여 
3.5ktpa – 전체 암모니아 
생산량의 1%를 만듭니다.

212, 

213, 

226 

오리진 에너지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 공장

벨베이 선거구, 
태즈메이니아

420 kpta 피드 스터디
 
(2022년 1분기)

H2, 수력 발전, 
물, N2

현재: 
A$3백20만 달러

상업 공장 (녹색 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500 MW 
전전기 및 HB 공장)

227

포르테스큐 
메탈 그룹 
그린 암모니아 공장 

벨베이 선거구, 
태즈메이니아

250 kpta 2030년까지 
구상

H2, 수력 발전, 
물, N2

A$5억 달러 상업 공장 (녹색 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250 MW 
전전기 및 HB 공장)

228

에코 에너지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글래드스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H2, 전용 재생
가능, 물, N2

A$5억 달러 상업용 플랜트 (300MW 
태양광 발전소 + 200MW 
전해질기 및 녹색
H2/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100MW 스토리지)

229

아시아 
재생 에너지 
허브

필바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H2, 전용 재생
가능, 물, N2

상업플랜트
(H2용 26GW 태양광/
풍력 발전 및 암모니아 
수출)

7

H2-허브TM  
글래드스톤

 글래드스톤, 
Qld

타당성 단계
(상업용 공장)

H2, 전용 재생
가능, 물, N2

상업용 플랜트
(녹색 암모니아 
수출용 GW 전해질 3개)

230,231

아시아

네오엠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 
(공기 제품) 

Neom,
사우디
아라비아 

1.2 Mtpa 공사중
(운영 2025)

H2, 전용 재생
가능, 물, N2

A$65억 달러 상업용 플랜트
(일본 연료전지 차량 급유로 
H2 수출NH3로 전환)  

232

유럽

포르스그룬 
시설 개조
(야라)

포르스그룬, 
노르웨이

500ktpa 공사중
(운영 2025)

H2, 그리드
공급 재생
가능, 물, N2

A$ 15억 달러 상업 플랜트 
(기존 천연 가스 기반 
하버 보쉬 공정을 넬이 
공급하는 전해질로 변환)

233,234

푸에르토야노 
핀란드 프로젝트 
(이베르드라)

커디드 레알,
스페인

20kpta 
(20MW 전해질)

운영 
(2021)

H2, 전용 재생
가능, 물, N2

A$2억 3천만 달러 상업 플랜트 
(녹색으로 변환 된 200ktpa 
시설의 10%, 100 MW 태양열 
+ 5 MW 배터리 및 
넬 20 MW 전해질)

235

아메리카

도널드슨빌 질소 
복합체 (CF 산업)

루이지애나
미국

20ktpa 공사중
(운영 2023)

H2, 전용 재생
가능 전기, 
물, N2

A$5억 8천만 달러 상업용 플랜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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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그린 메탄 프로젝트

표 17 : 진행 중 및 발표 된 녹색 메탄 프로젝트 목록

A.4. 그린 메탄올 프로젝트

표 18: 진행 중 및 발표 그린 메탄올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이름 위치 용량 상태
P2X 
피드스톡 투자 프로젝트 유형 Ref.

오스트레일리아

APA 그룹 및 
남부 녹색 가스 
재생 가능한 메탄 
파일럿 플랜트

월룸빌라, 
퀸즐랜드

연간 메탄의 
35 GJ

공사중 전용 재생 
가능에너지, 
CO2 및 
공기중의 물

220만 달러 파일럿 플랜트
(CO2와 물을 공기, 
H2 전해질기 및  
원자로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직접 공기 포획을 
사용하기 위한 
독점 설계)

237

ATCO 
재생 메탄 
프로젝트

올버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타당성 분석 재생 가능전기, 
CO2  및 물

타당성 비용:
서호주 정부에 
의해$20k

시범 공장 (ATCO 소유 
파이프라인에 재생 
가능 천연 가스 주입)

84

아시아

히타치 존센의 
산시 프로젝트

산시성,
중국

350만 
m3 년 -1

운영
(2020)

재생 가능전기, 
CO2  및 물

시범 공장 (하타치 
존센의 기술을 사용하여 
폐기물 CO2 배출량을 
메탄으로 변환)

238

유럽

아우디 전자 
가스 공장

베르틀, 
독일

325 Nm3 
h-1, (최대 
1,000 t y-1)

 운영 
(2013년부터)

바이오매스
(2,800톤), 
R신설 전기 및 
물에서 공급되는 
CO2 

데모 플랜트 (아우디 
천연가스 작동 함대용 
천연가스 생성)

239

스토어&고 
데모 시설
(EU가 지원하는 
27개 파트너 단체) 

F1: 스위스, 
솔로투른

F2: 팔켄하겐,
독일

F3: 트로이아,
이탈리아

스위스 시설: 
173 (LNG)

독일 시설: 
192kWh (LNG)

이탈리아 시설: 
33kWh (LNG)

운영 (2019)

운영 (2019)

운영 (2019)

물, 그리드는 
공기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CO2를 공급

A 4,300만 
달러(총)

잉여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을 위한 시범 조종사

240

프로젝트 이름 위치 용량 상태 P2X 피드스톡 투자 프로젝트 유형 Ref.

오스트레일리아

아벨 에너지 
벨 베이 파워 연료  
프로젝트

벨베이, 
태즈메이니아 
여행

60,000 t
yr-1 

공사중 바이오매스에서
CO2 및 산업 
배출을 캡처, 
재생 전기 
분해에서 H2

타당성 조사 
(태즈메이니아 
정부의 2천만 
달러 교부금)

상업용 플랜트
(수출용 메탄올)

241

유럽

조지 올라 CO2  - 
재생 가능한
메탄올 공장
(탄소재활용 국제)

그린다비크, 
아이슬란드

연간 
500만 리터

운영
(2012년 이후)

지열 공장에서 
포착된CO2,  
재생 가능한 
전해로 H2

1,000만 달러 데모 플랜트(공정 R&D 
및 메탄올 제조 및 운송의 
생존 가능성을 탐구함)

242

메프코2  
프로젝트

니데라셈, 
독일

1 tpd 운영
(2019년 이후)

전해에서 CO2 및 
재생 가능한 H2

A 1,200만 달러 데모 플랜트(메탄올 생성을 
위한 열 촉매 를 개발하는 
공정 R&D)

243

프레스메 
프로젝트

스웨덴 1 tpd 운영
(2019년 이후) 

강제 공장에서 
포착된CO2, 
재생 가능한 
전기 분해로 H2 

A 1,700만 달러 데모 플랜트(현재 
TRL 6에서 기술 확장)

244

스위스 
리퀴드 퓨처

모 이 라나 
(모 산업 단지), 
노르웨이

연간 
100만 리터

바이오매스 
플랜트 및 산업에서 
포착된CO2,  
재생 가능한 전기 
분해로부터 H2

A$460 – 
5억 4천만 달러

상업용 플랜트
(급유 및 산업용)

245

액체 바람 프로젝트 예테보리, 
스웨덴

50k톤
(총 프로젝트 
수명 이상)

공사 중
(2024년까지 
운영)

바이오매스 
공장에서 포착된 
CO2, 재생 가능한 
전해로 H2

A$2억 2,500만 데모 플랜트 246

Power2Met – 
그린 메탄올에 
재생 에너지

Aalborg, 연간 
300,000리터 

운영 (2020) 태양/풍에서 
바이오매스/
H2에서 CO2

300만 달러 데모 플랜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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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그린 시너지  프로젝트

표 19: 진행 중 및 발표 그린 시너지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이름 위치 용량 상태 P2X 피드스톡 투자 프로젝트 유형 Ref.

유럽

노르스크 e 연료

(클라임웍스와
해드파이어 
GmbH)   

오슬로,
노르웨이

연간 
1,000만 리터

(최대 1억 
리터의 스케일)

공사중

(2023년까지 
운영)

CO2 부터 
DAC, H2 
재생 가능한 
전기 분해에서 
메탄올 생성하기 
위한 공동 전기 
분해

7억 7,500만 달러
(업스케일링 후 
예상 비용 총)

상업용 플랜트
(소매용 액체 
연료 생성)

250

부록 B: P2X생산을 위한 공급원료 기술 

그림 39 :  아민 기반 공정의 간단한 회로도. 252

아시아

KIST 프로젝트 일본 100kg 일-1 운영
(2004년 이후)

전기 분해로 
인한 발전소 
CO2  및 H2

N/A 데모 플랜트 97

미쓰비시 
메탄올 프로젝트

홋카디오,
일본

20 tpd 전해질에서  
캡처된 CO2  
및 H2

 상업 시설 248 

다롄 화학 
물리학 프로젝트

중국 전해질에서  
캡처된 CO2  
및 H2

상업 시설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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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P2X 공급원료(Feedstock)를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소생성(섹션 

3.2.)에 관한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후 메탄올로 

전환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물과 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섹션3.4.) 메탄올 (섹션3.5.), 합성가스syngas (섹션3.6.)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암모니아의 생성에는 

질소 뿐만 아니라 물(섹션3.3)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Power-to-X 적용을 위해 NSW주의 수자원 가용성에 대해 더 높은 

레벨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위의 사례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SW주는 뛰어난 공급원료 

가용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공급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포집 기술의 규모 확장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P2X 기술을 위한 사례와 그로 인한 경제 미래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줍니다. 

B.1. P2X용 탄소 공급원료 기술 개요

일부 주요 P2X 기술경로의 핵심은 필요한 CO2 공급 원료를 

소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폐기 CO2들은 P2X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 배출 루프를 닫음으로써 탄소가스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IEA는 연료와 산업 공급 원료를 생성하는 탄소 포집 

및 활용(CCU)이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

CO2 공급 

탄소 포집 기술 확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배출원입니다. 

이는 스트림과 압력을 포함하는 CO2의 구성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O2 함량이 낮고 부분적인 압력을 가하는 

배기가스 스트림은 포집을 위해 더 큰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순수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더 높은 입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O2 함량이 높은 

스트림의 경우 사전 처리 없이 P2X에서 직접 활용에 더 

적합합니다.

표 20은 잠재적인 CO2 소스를 비교하여 CO2함량, 잠재적 불순물 

및 폐기물 스트림의 조건 (온도 및 압력)을 보여줍니다. 발전소 및 

산업 공정(TRL 5-9)에서 탄소 배출을 포획할 수 있는 여러 CO2 

포획 기술이 있습니다. 표 21 및  표 22는  각각 다른 포획 기술의 

비교 전망과 표시 비용을 제공합니다.

흡수 기술

CO2 흡수 기술은 CO2가 풍부한 리치 스트림(즉 연도가스)과 CO2

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용매(일반적으로 아민)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림 39) 이를 통해 연소가스로부터 CO2 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 가스는 용매로부터 다시 분리되어 저장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노에탄올라민(MEA)이 높은 포획 효율을 

>90%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51

이 기술은 매우 성숙한 단계이며 발전소 및 산업 공정에서 연소 후 

포획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WA의 고르곤 LNG 

프로젝트와 같은 가스 처리 시설에서 처리 후 저장을 위해 

천연가스에서 분리되는 CO2 배출(3~4Mtpa)를 포획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흡수 기술의 주요 단점은 흡수제 재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발생하게 하고 흡수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흡착 기술

CO2 흡착 기술은 액체 용매대신에 고체 단계 흡착제의 표면에 CO2

가 물리적으로 흡착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흡수 기술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흡착제는 일반적으로 넓은 

표면적 및 CO2에 선택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흡착제에는 분자체, 활성화된 탄성 침대 및 제오라이트와 같은 

다공성 물질들이 포함됩니다. 



그림 40: 수소 생성을 위한 증기 메탄 개혁 시설에 설치된 PSA 유닛.  
13개의 작은 원통형 용기는 흡수성 침대가 장착된 PSA 기둥입니다. 
이미지 제공: 린데 엔지니어링

그림4 1:  CYNARATM 공정의 회로도, 천연 가스로부터 CO2 분리를 
위한 상용 멤브레인 시스템.   이미지 제공: 슐럼버거

그림 42: 산업적 연도 가스로부터 CO2를 분리하는 초저온 증류 기반 
분리 회로도254

그림 43 : 화학적 흡착 기반 DAC 공정의 회로도. 첫 번째 단계에서, 수성 알칼리성 흡착제(KOH)는 CO2를 흡수하여 탄산염(K2CO3)을 만듭니다. 
탄산염은 탄산칼슘(Ca(OH)2)와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3)을 만듭니다. 이는 포획된 CO2를 방출하기 위해 열분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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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이러한 흡착 베드는 압력 스윙 흡착 (PSA) 또는 열 

스윙 흡착 (TSA)로 개조되어 압력과 온도의 사이클링이 포획된 

CO2의 흡착 및 탈착에 도움을 줍니다. 

PSA에서, 압력증가는 흡착을, 압력의 감소는 탈착에 이르게 하는 

동안. TSA에서는 저온이 흡수를 돕고 온도가 높아지면 배출됩니다. 

PSA(그림 40)와 TSA는 80~85%, 고순도(>90%)의 CO2 회수 

효율을 상업적으로 활용합니다. 253

멤브레인 분리

멤브레인 분리 기술은 CO2가 폐기물 스트림의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선택적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종종 

발전소 및 천연 가스 처리 현장과 같은 고압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슐럼버거(그림41)가 개발한 CYNARA 

멤브레인 시스템은 멤브레인을 통해 CO2의 투과를 위한 고압을 

지원합니다.

초저온 액화 증류법(Cryogenic Distillation)

기존의 증류 공정과 마찬가지로 초저온 증류는 성분의 비등점에 

기초하여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이 가스 분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스를 액화 한 다음 비등점에 분리할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온도와 고압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조건에서 온도가 매우 높음). CO2를 분리하기 위해 공기는 높은 

가압es (100 - 200 atm)에서-110oC에서 -135oC로 냉각됩니다. 

이로 인해 CO2는 NO X(-152oC) 또는 CO(-192oC)와 같은 연도 

가스의 다른 가벼운 성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액화/ 

고체화됩니다.  고체/액체 CO2는 압력을 줄임으로써 분리하여 

가스로 다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초저온 증류는 연도 가스로부터 

CO2 분리의 90 ~ 95%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253 그러나, 큰 

단점은 온도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점이며, 회수하는 CO2 1톤당 ~600 kWh ~ 660 kWh

가 소요됩니다.253

상업적으로, 초저온 증류는 공기에서 산소와 질소를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이 산업 폐기물 

스트림(그림42)에서CO2 분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기 포획

새롭게 떠오르는 CO2포획 기술은 주변 공기에서 직접 포획하는 

것입니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19년까지글로벌 에너지 관련 

배출량이 연간 33GtCO2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기 중CO2

농도가 ~400 ppm을 넘어섰습니다.255 따라서, 직접 공기 포획 

(DAC) 기술은 대기 CO2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순환경제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IEA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2070년까지 연간 10Gt의 CO2 배출량을 포획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9 그 중 약 ~ 2Gt은DAC를 통해 제거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포착된 배출량의 90%는 지하에 

저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1 Gt CO2 yr-1)는 항공용 합성 

등유와 같은 전력 연료로 변환됩니다.  19

DAC는 가역적인 화학 및 물리적 흡착기를 사용하여 가스를 

포획하는CO2 분리 공정을 통해 공기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큰 팬을 

활용합니다. 화학용 소광제는 수성 수산화제(NaOH, KOH, 

Ca(OH)2  등) 및 탄산염 성형 용매(CaO)256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공기와의 상호작용으로 CO2를 결합한 다음 나중에 

열을 가열하여 CO2(그림 43)를 방출함으로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표 20 : 다양한 CO2 출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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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플루 가스 내의

CO2 구성비율(%) 주요 불순물 사소한 불순물 압력 온도

발전 분야

가스 화력 발전소 7 – 8% H2O, O 2 및 NO2 CO & NO X

1 Bar 50 – 75 oC석탄 화력 발전소 12 – 20% H2O, O 2 및 NO2 CO, SO 2 및 NOX

옥시 – 연소 공장 75 – 85% H2O NO X & SO X

IGCC 발전소 ~40% O2, CO 및 N2 H2, N2 및 CO

산업

제강 공장 20% CO & N 2 CO & N 2 33 Bar 37oC

시멘트 가마 공장 14 – 33% H2O & O 2 H2O & O 2 1 Bar 50 – 75 oC

수소 생산 공장 
(SMR) 70 – 90% CO

15 – 40 Bar 40 – 450oC

가스화 공장 ~10% N2 & H 2 CH4 & CO

대기

주변 공기 ≈ 400 ppm N2 & O 2 1 Bar Ambient

표 21 : CO2포획을 위한 위한 잠재적 기술 전망. 
259-264

프로세스 장점 Disadvantages TRL

아민  •성숙한  •부식, 아민 분해 및 높은 에너지 소비 9

활성 탄화  •빠른 운동, 높은 열 안정성 및 
저렴한 비용

 •저압에서 낮은 CO2 용량 3

제올리테스  •빠른 운동학  •재생은 에너지 및 시간 집약적입니다 5

금속 유기 
프레임워크

 •높은 열 안정성 및 조절 
가능한 화학 기능

 •CO2의 낮은 선택성은 다른 요소와 혼합되어 
장기적인 성능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3

양피지  •재생이 필요 없고, 자본 비용이 적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스는 분리하기 전에 압축(15~20bar)해야 하며, 
고온 분해 멤브레인 및 다단계 분리가 요구되며  
효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 7

극저온 증류  •재생이 필요하지 않으며 포획된 
CO2는 고압으로 전달됩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 5 - 7

직접 대기중  캡처  •확장성

 •포인트 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 요구사항

 •높은 사전 투자 비용

6

표 22 : 다른 포인트 소스에서 탄소 캡처의 비용 전망.

참고 : 비용은 디테리히 외.,의 리뷰에서 발췌했습니다. 116, 실제 비용은 € (2020 기준)으로 인용되었고  1 € = 1.22 USD의 전환 계수를 사용하여 
U$ 기준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탄소 공급원 CO2 캡처 비용 (tCO 2  캡처당 USD)

34 – 48

37 – 60

57 – 110

22 – 86

제철소

정유 공장 및 NG 처리

가스 – 화력 발전소

석탄 - 화력 발전소

석탄 가스화 발전소

85 – 89

시멘트 생산 70 – 105

바이오 가스 플랜트 0 – 110

직접 공기 캡처 270 – 325

B.2. 암모니아 생성을 위한 질소 및 NOX 공급원료

 •

 

•

그림 44 :  질소 및 산소를 생성하기 위한 공기 제품에 의해 개발된 상용 공기 분리 장치(ASU) 공정의 회로도. 이미지 제공: 에어 프로덕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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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Power to X (P2X) Industry Pre-Feasibility Study NSW Power to X (P2X) Industry Pre-Feasibility Study

암모니아 생성에 필요한 질소는 현재 공기 분리 장치(ASU)를 

사용하여 공기로부터 공급됩니다. ASU 유닛은 현재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산업용 ASU 평균 용량 135 tpd는 PSA의 경우 250만 달러, 

멤브레인 분리의 경우 480만 달러, 초저온 증류 시 950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266

N2의 또 다른 잠재적 인 소스는 산업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NOX 배출은 연료가 연소되어 주변 공기가 있는 

에너지를 생성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공기 중의 N2 구성 요소가 

공기와 연료로 전환되어 X 배출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NOX 배출을 

N2로 다시 변환 후 다시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배출 루프를 닫을 수 

있습니다.

또는 NOX의 직접적인 전기 화학적 감소는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으며 UNSW 시드니와 시드니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NOX 공급원료는 기존의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하여 NOX 

배출도 상량화 되기 때문에 산업이나 발전소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267 이러한 방식으로, P2X 기술은 암모니아 에너지 기반 

경제에서 중요할 수 있으며, H2를 생성하거나 발전용으로 연소하면 

P2X를 통해 재활용하여 암모니아를 다시 생성할 수 있는 N2 및 

NOX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저온 증류 : 초저온 증류는 공기 중의 다른 구성 요소 간의 응축 

온도의 차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공기는 일련의 

쿨러와 압축기를 통과하여 구성 요소를 액화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줄입니다. 그런 다음 액체 성분을 증류를 통해 개별 가스로 

재변환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제품의 100에서 1,000 tpd 

사이의 용량을 가진 ASU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림  44). 초저온 공장은 고순도의 N2(>99%)를 제공하지만, 

전기에 의해 주로 구동되는 N2의 압축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에너지 

~175 ~280 kWh/톤이 필요합니다. 265

흡수: N2 분리를 위한 대체 공정은 일반적으로 PSA 장치 또는 

멤브레인을 통해 흡착됩니다.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N2의 ~30 tpd

로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이 용량을 넘는 

초저온 증류가 보다 더 실행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종종 그들은 N2 

순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95 %) 경향이 있습니다.265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압력 스윙 흡착(PSA)으로 설치된 멤브레인 또는 

특별히 설계된 흡착 침대를 통해 수행됩니다.



물은 그린 H2를생성하거나 이차 변환 프로세스를 위해 고려되는 

모든 P2X 경로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전광기는 고품질의 물을 사용하여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고 전해질 

시스템의 수명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정수 

시스템으로 설치되지만, 공급물은 적어도 식수 (TDS <1,000mg 

L-1, WHO 표준)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분해장치로 호주의 

식수 및 농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요구사항과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호주와 같은 물 부족 국가에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전해질을 사용하여 H2를 생성하려면 H2 1킬로그램 당 ~9 L의 물이 

필요합니다. 국가 수소 로드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H2(수소 수출 시장)의 예상 수요0.5 Mtpa 를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물은 4.5  GL-1(기가 리터 - 1 x 10 9리터)라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21  

그러나 호주가 수입하는 3,900만 톤의 액체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합성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업계를 확장해야 한다면 물 수요는 990

억 L-1(170만 명의 물 수요에 해당)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52 

따라서 전기 분해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폐수를 회수하거나 담수화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물 소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스에서 물을 소싱하는 것은 담수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물 비용은 전동 분해 비용의 ~2 %만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1 

이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고려된 특정 위치에 필요한 물 공급원료는 

각 섹션에서 정교하게 검토되어 작성됩니다. NSW주는 P2X 경제 

개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에 분산된 식수 뿐만 아니라 식염수 

대수층의 유망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록 C: 도움을 주신 분들
B.3. P2X를 위한 수자원 요구사항 

휴 F. 듀란트-와이트 교수

NSW 수석 과학자 및 엔지니어 사무소

크리스 암스트롱 박사

NSW 수석 과학자 및 엔지니어 사무소

존 오브라이언

딜로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바트 콜로지에이치크 박사

포르테스쿠 메탈 그룹

베다드 모그타데리 교수

뉴캐슬 대학교

로버트 캐치폴

오리진 에너지

이스멧 칸불라트 교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엔지니어링

UNSW 시드니

로버트 리틀

지역학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폴 페론 박사

연소 후 캡처 (PCC) 연구 프로그램

CSIRO 에너지

교수 폴 줄리

호주 철강 제조를 위한 ARC 연구 허브

울릉공 대학교

팀 스톡

수소 태스크포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게르하르트 스와이거스 교수

울릉공 대학교

히사타

에이미 필브룩 박사

호주 신재생 에너지 기구 (아레나)

맷 월든

호주 신재생 에너지 기구 (아레나)

윌 레이워드 스미스 박사

딜로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앤 포스터

퀸브룩 인프라 파트너

알렉스 트라즈코프

H2UTM

다니엘 크로쉬

GPA 엔지니어링

세르칸 투명 교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엔지니어링

UNSW 시드니

데이비드 셰푸리

MAN 에너지 솔루션 오스트레일리아 Pty Ltd.

교수 PJ 컬렌

플라즈마 도약

화학 및 생물 분자 공학 학교, 

시드니 대학교

리 케네디

NERA

다음 이해 관계자들이 이 첫 번째 버전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개발하는 데 지침, 피드백 및 통찰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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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NSW P2X  얼라이언스 회원
알릭스 지벨

ATSE

피터 베니온

GHD

티모시 마이어스

MAN 에너지 솔루션 오스트레일리아 Pty Ltd

새뮤얼 프리스비

수소 태스크포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레이첼 루이

퀸브룩 인프라 파트너

마크 그린웨이

케이프 바이런 파워

사미 카라 교수

기계 공학 학교,

UNSW 시드니

A/교수 이아인 맥길

화학 공학 학교,

UNSW 시드니

브레튼 쿠퍼

써던 그린 가스

니콜라스 구리에프 박사

뉴캐슬 에너지 및 자원 연구소 (NIER)

뉴캐슬 대학교

춘힌 박사

비욘드 제로 이미션

샘 멜라

비욘드 제로 이미션

마이클 반 발

아벨 에너지

키스 러브그로브 박사

ITP 재생 가능 에너지

아덴트 언더그라운드

크리스티안 피니

아이언사이드 캐피탈

댄 프레이저

아이언사이드 캐피탈

애드리안 비어

METS 이그나이티드 오스트레일리아

Ian Dover

METS 이그나이티드

샘 브리지

오리진 에너지

토머스 우드

UNSW 시드니

클라우스 레게나우어 리브 교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엔지니어링

UNSW 시드니

코너 커

수소 태스크포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얼라이언스 회원 부문/P2X 이해관계

아벨 에너지 산업/개발자 

아그비오엔 산업/발명가

ARDENT Underground Hydrogen Storage 산업/스타트업

호주 신재생 에너지 기구 (아레나) 정부/투자자 

Beyond Zero Emissions NGO/커뮤니티 및 정책 

BOC 산업/발명가  

CNF & Associates 산업/개발자 

CSIRO 연구/네트워크

딜로이트 컨설팅/네트워크

에너지 에스테이트 산업/투자자 

포르테스쿠 메탈 그룹 산업/투자자 및 최종 사용자

German Energy National Agency (DENA) 정부/투자자 

GHD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Global Alliance Powerfules 산업/네트워크 

GPA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H2U TM 산업/개발자 및 투자자   

히사타 산업/스타트업

인피겐 에너지 산업/개발자 및 투자자   

IP 그룹 산업/투자자   

아이언사이드 캐피탈 산업/투자자   

ITP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개발자

MAN Energy 산업/기술

METS Ignited 산업/최종 사용자  

미쓰비시 개발 Pty 주식 회사 산업/최종 사용자  

NAPEAN Engineering & Innovation 산업/제조업체

Origin Energy 산업/최종 사용자

PlasmaLeap 산업/스타트업

케노스 (주) 산업/최종 사용자

퀸브룩 인프라 파트너 산업/투자자

Santos 산업/최종 사용자

지멘스 에너지 산업/기술

Southern Green Gas 산업/스타트업

Squadron Energy 산업/최종 사용자

스타 사이언픽 산업/스타트업

아크 스틸 리서치 허브 연구/네트워크 발명가

SwticH2 산업/스타트업

도시바 산업/기술

뉴캐슬 대학교 연구/기술

시드니 대학교 연구/기술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시드니 연구/기술

울릉공 대학교 연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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