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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미래 산업 유지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시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SWOT/AHP 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시 요구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SWOT matrix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쌍대비교를 하여 개발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

과 AHP 분석을 적용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전략 

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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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stainable energy has globally become more important to maintain the future industry. 

Of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types, hydrogen energy had drawn a lot of attention as 

clean energy.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SWOT-AHP analysi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infrastructure of hydrogen energy industry. It drew the factors required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hydrogen energy industr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 opinions 

were surveyed to redesign SWOT Matrix. The AHP analysis is performed to obta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developed factors by pairwise comparisons. Based on research results by applying 

SWOT analysis and AHP, this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plan for infrastructure 

of hydrogen energy industry.

Key Words : Hydrogen Energy, Infrastructure, SWOT/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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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러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문제로 인하여 1차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

료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 유지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류 에너지, 연료 전지 등 다양하지만, 그중

에서도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자원인 물로부터 제조되며, 에너지의 연소로 인해 발생

하는 물질이 물 밖에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 개발 

및 기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을 위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였다(임희천, 2014).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수소 생산량과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까지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은 거의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장래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수소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 다면 수소에너지의 보급 활성화가 어렵다. 이에 소수에너지 

산업의 인프라 구축 시에 요구되는 정책적 전략방안을 SWOT분석을 통해 도출 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한다. SWOT-AHP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

는 국내외 수소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각 국의 관련기술의 발전정도 및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고, 

SWOT-AHP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수소에너지 인프라구

축 전략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국･내외 수소에너지

1) 해외 수소에너지 동향

세계 주요국들은 화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충돌을 피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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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이며 국내 자원으로부터의 생산이 가능하고, 수송, 전력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다. 1973년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시작하였

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미국은 부시 정권의 취임 초반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을 발표하여 

2002년에는 수소에너지 개발 부서를 만드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연구를 집중

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2020년까지 수소제조, 저장,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여 수소 인프라를 확

충하고자 “Hydrogen Posture Plan”이라는 계획 아래 목표를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Solomon, 

and Banerjee, 2006). 앞으로 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약을 체결한 후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개발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65백만 달러의 규모를 투자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254.9백만 유로를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에 투자하였다(강석훈 외, 2007). 2009년에는 수소공급인프라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수소공급 이용기술연구조합(HySUT)를 설립되었었다. 최근에는 2020년까지 수

소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위한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ies in the Safe 

Utilization of Hydrogen 프로젝트가 구상되어 일본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적극적

인 지원을 하고 있다(강석훈 외, 2007).

EU는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을 지속가능한 수송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수소

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2020년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약 179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115억 유로의 예산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상용화하기위해 사용

될 것이다. 2020년에 50만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10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

로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2) 국내 수소에너지 동향

우리나라도 수소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 프론

티어 사업단’과 ‘수소연료전지사업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서 출범시켜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강석훈 외, 2007). 

수소인프라 중 가장 많이 구축하는 것이 수소스테이션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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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소스테이션이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까지 168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총 815개소의 수소스테이션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

여 내수시장이 5540억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우리나라의 

상용 수소스테이션은 2∼3개로 미흡한 실정이다(이영철, 2014). 

수소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내 수소 제조장치 및 수소충전시스템, 수소스테이션에 관련된 산업과 학술적 

기반이 취약하다(임희천, 2014).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수소에너지의 활성화가 

가능하기에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수소에너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SWOT-AHP 방법론

1) SWOT 분석

SWOT 분석은 전략수립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기업이나 조직이 처한 내･외부적 상

황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으로 구분하여 비교

가 가능하다. SWOT 분석은 외부환경 속성인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파악하고, 내부환경 속성인 

강점과 약점 요인들을 파악하여 분류한 후 2×2 Matrix를 작성한다. 

이 분석방법은 응용범위가 넓고 간결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다. 하지만 SWOT 분석은 사용함에 있어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분

석방법이며, 요인을 생성하는 데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최근에는 AHP 분석법을 결합한 SWOT-AHP 분석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2) AHP 분석

AHP 분석은 SWOT 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대안

을 찾을 수 있다. 이 분석은 여러 요인들을 쌍대비교를 통해 각 대안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단순성, 간편성, 범용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세분화하여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Saaty, 1987). 

AHP 분석은 4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

정 계층을 설정한다. 둘째,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하기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

고 설문조사를 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얻는다. 셋째,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의 

상대적 가중치 추정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고유치법(eigenvalue method)를 활용하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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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위해서는  ․  
max

․ 라는 관계

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한다. 넷째,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가중치를 종합화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요소의 관계 가중치로부

터 전체범위의 상대적 가중치를 얻는다. 다시 말해, 최하위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종합 

중요백터를 산출하기 위해 앞서 구한 각 계층에서의 가중치를 종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다음의 관계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 최상위 계층에 대한 번째 계층요소의 통합가중치

*  : 벡터량의 비교값 을 구성한 행을 포함하는   ․ 
 행렬

*  : 번째 계층의 구성요소의 수

또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설문 응답자의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서는 각 설문지의 쌍대비교에 의해 응답한 중요도 평가결과를 기하평균1) 값을 이용하여야 한

다(강민정･정기택･신은규, 2012). 이것은 다음의 수식 과 같다.

  
  



 

*  : 전체 응답자의 통합된 쌍대비교행렬의 가중치 기하평균

* : 응답인원

* : 번째 응답자 쌍대비교행렬에서의 가중치

따라서 우선순위의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AHP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3) SWOT-AHP 분석

SWOT-AHP 분석은 정성적인 SWOT 분석과 정량적인 AHP 분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Kurttila et al.(2000)과 Kangas 

1)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행렬의 역수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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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에 따른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전략 SWOT 요인선정

선행연구 강점(Strengths) 요인선정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봉진 등, 2006; 김종필, 1991; 노동운, 2011; 박상

욱, 2011; 방건웅, 2009; 양성진, 2009; 이영철, 2012; 

임희천, 2014; 전황수, 2013; 제러미 리프킨, 2003; 

한혜정 등, 2011; Ball and Wietschel, 2009 

∙ 자연계에서 추출 가능

∙ 지속 가능한 자원

∙ 다양한 원재료로의 생산가능

S1: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

양성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재동･박달영, 2012; 김종필, 1991; 김지동, 2004; 

노동운 등 2010; 박상욱, 2011; 부경진, 2006; 부경

진･조상민, 2008; 수소에너지사업단, 2007; 심순섭, 

2011; 안병기, 2007; 양성진, 2009; 이광호, 2005; 임

미숙 등, 2006; 이상규･탁승훈, 2005; 전황수, 2013; 

제러미 리프킨, 2003; Ball and Wietschel, 2009; 

Marek et al., 2005

∙ 연소시 공해물질의 저감

∙ 사용 후 물(원재료)로 순환 가능

∙ 저공해･저소음･저탄소

∙ 원료의 친환경성

∙ 고갈되지 않으며 깨끗함(inexhaustible 

and clean)

S2: 환경적 측

면의 우수성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방건웅, 2009; 부경진･조상민, 2008; 수소에너지사업

단, 2007; 심순섭, 2011; 안병기, 2007; 임미숙 등, 

2006; Ball and Wietschel, 2009; Ihara, 2004; Moore 

and Raman. 1998

∙ 수송의 편리성[가스, 액체]

∙ 저장의 편리성[고압가스, 액체수소, 금

속수소화물 등]

∙ 연료전지로의 사용

∙ 에너지공급의 안정화

S3: 사용 및 

저장, 운송의 

용이성

et al.(2001)은 SWOT의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운 점, 요인 생성의 객관성결여, 우선순위화의 

결여 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SWOT-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Kurttile et al.(2000)

은 SWOT-AHP 분석을 3단계로 제안하였다. 1단계는 SWOT의 요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그룹 내 요인들 간의 쌍대비교를 하여 우선순위를 가진 

요소의 값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그룹 간 쌍대비교 후 AHP 분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후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김보석, 이민정(2015)은 SWOT-AHP 분석을 이용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한장협 외(2014)는 SWOT-AHP 분석으로 정책관련 학계 전문가와 대학

병원 의사들의 설문결과를 분리하여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첨

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성공전략을 제시하였다. 손용정(2011)은 광양

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SWOT-AHP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항문운영의 융통성이 

결여가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으로 파악되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WOT-AHP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전략수립을 위해 사용되

고 있으나,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에 이를 적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SWOT-AHP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1단계인 SWOT 요인들의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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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08; 

박상욱, 2011; 수소에너지사업단, 2007; Liu and Karim,

1995; Najjar, 1990; Tsujikawa and Tsukamoto, 1988

∙ 고효율 연료전지, 연소터빈, 엔진 등과 

복합 적용 가능

∙ 천연가스, 전력산업 등 기존의 기술 및 

인프라 시설 이용 가능

S4: 촉매, 재료 

등 관련분야 

경쟁력 우수

선행연구 약점(Weaknesses) 요인선정

수소에너지사업단, 2008; 수소에너지사업단, 2009; 안

병기, 2007; 장종화, 2006; 한혜진 등, 2011; 황성욱 

등, 2012

∙ 선진국(미국, 일본 등) 특허와 논문의 

높은 점유율

∙ 연구개발비의 확충 필요

∙ 기술적인 장벽 존재

W1: 원천기술 

확보 미흡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재동･박달영, 2012; 노동운, 2011; 노동운 

등, 2010; 부경진･조상민, 2008; 산업자원부･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바이오기술연구회, 2007; 

산통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3; 산업통상자원

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수소에너지사업단, 

2007; 이광주 등, 2010; 이상규･탁승훈, 2005; 이영

철, 2012; 이택홍･천영기, 2006; 전황수, 2013; 황성

욱 등, 2012

∙ 값비싼 수소 제조기술

∙ 대량 전기 소모 필요

∙ 국내 에너지 가격구조의 비합리성

∙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W2: 고가의 

생산비용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바이

오기술연구회, 2007; 부경진, 2006; 안병기, 2007; 양

성진, 2009; 이광주 등, 2010; 이상규･탁승훈, 2005; 

전황수, 2013; 최현도 등, 2005

∙ 착화가 용이

∙ 넓은 폭발 범위

∙ 홍보 및 사회적 합의의 부재

W3: 안전상 

문제

강석훈 등, 2007;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008;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

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부경진, 2006; 산업통상

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산통부･한국에

너지기술평가원, 2013; 양성진, 2009; 이광주 등, 2010; 

이영철, 2012; 이철용, 2011; 전황수, 2013; Partain, 

2012

∙ 수소의 제조, 저장기술이 확립되지 않음

∙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표준화, 규격 등 연료전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미흡

∙ 선진국 대비 적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인한 제한적 핵심소재 부품 개발

∙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 미흡

∙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진보 필

요성

W4: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

선행연구 기회(Opportunities) 요인선정

강석훈 등, 2005;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008; 부경진･조상민, 2008; 수소

에너지사업단, 2009; 양성진, 2009; 임태원･서정도, 

2012; 임희천, 2014; 제러미 리프킨, 2003; Laherrère,

2003

∙ 화석연료의 고갈

∙ 화석에너지의 한계 및 높은 수입 의존율

∙ 신고유가 시대 도래

O1: 고유가 

시대 진입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부경진, 200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실, 2010; 

한원희 등, 2010; 홍정만, 2011; Hee Chun Lom, 

2014

∙ 가정 및 상업부문[전기, 열]

∙ 산업(반도체, 전자, 철강 등)

∙ 수송(자동차, 배, 비행기)

∙ 수송, 전력, 산업, 가정 등 사회 전 분

야로의 적용 가능

O2: 산업적용

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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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정운 등, 2012; 김종원, 2004; 부경진, 2006; 산업

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산통부･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3; 수소에너지사업단, 2008; 

심순섭, 2011; 임미숙 등, 2006; 이상규･탁승훈, 2005; 

Schlapbach, 2002

∙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예상

∙ 정부의 실증 및 시범보급사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창출

∙ 틈새 기술 시장공략 가능

∙ 타 재생에너지와의 쉬운 융합성

∙ 연료전지는 산업 전후방에 막대한 파급

효과

∙ 수소 수송 및 저장기술 등의 원천기술

화 필요

∙ 산학연 연계 연구 필요

O3: 신규산업

분야 기회

강석훈 등, 2007;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008;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

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봉진 등, 2006; 김지동, 

2004; 부경진, 2006; 부경진･조상민, 2008; 산업자원

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바이오기술

연구회, 2007; 심순섭, 2011; 양성진, 2009; 이광호, 

2005; 이상규･탁승훈, 2005; 이철용,2011; 이택홍･천

영기, 2006; 전황수, 2013

∙ 에너지 다변화 및 안보 의식 강화

∙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차세대성장동력 선정

∙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 민간 투자 의지 확대

∙ 신규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

리 창출

O4: 국가경쟁

력 제고

강석훈 등, 2005;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008; 이광호, 2005; 산업자원부･에

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바이오기술연구회, 

2007;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산통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3; 서정도, 2012; 

수소에너지사업단, 2009; 심순섭, 2011; 양성진, 2009; 

이광호, 2005; 임태원･전황수, 2013; 한원희 등, 2010; 

Jans and Vedder, 2008

∙ EU, OECD 등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분

위기 고조

∙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도

입 정책

∙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의 성장

O5: 환경규제

의 강화

선행연구 위협(Threats) 요인선정

강석훈 등, 2007;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지동, 2004; 노동운 등, 2010; 

부경진, 2006;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4; 산통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3; 심순섭, 

2011; 임희천, 2014; 전황수, 2013

∙ 경쟁국의 국가 차원 수소개발 지원

∙ 경쟁 기술 및 기존 기술의 획기적 발달

∙ 해외 기술대비 70% 정도 수준의 기술

∙ 장단기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정

책 미비

∙ 선진국의 높은 수소 인프라 기술 발전

속도비

T1: 선진국과

의 기술격차

양성진, 2009; 이광호, 2005

∙ 기술의 상용화 시 외국 업체의 국내 시

장 잠식

∙ 시장성의 미확보

∙ 수소 추출 방법의 경제성 확보 미흡

T2: 경제성 확

보 실패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08;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노동운 등, 2010; 부경진･조상민, 2008;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바이오기술연구회, 

2007; 심순섭, 2011; 양성진, 2009; 이영철, 2012; Mintz 

et al., 2002

∙ 수소스테이션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미흡

∙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상당한 추가적 비용 발생

T3: 초장기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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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등, 2005; 강석훈 등, 2007;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단, 2011; 김재동･박달영, 
2012; 김종원,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이상
규･탁승훈, 2005; Armor, 1999; Fernandes et al., 
2004; Goltsov and Veziroglu, 2001; Pen et al., 
1996; Solomon and Banerjee, 2006

∙ 미국
고위험, 비경쟁 특성을 지니는 초기 연

구개발에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지원
연료전지 인프라기술 프로그램 실시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연료전지 상업화 로드맵 구축
수소에너지 상용화 목표 수립
∙ 일본
연료자동차의 조기 실용화 실행 정책 

추진
연료전지 기술을 경제 재부흥의 돌파

구로 기대
21백만kW급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 시

스템 및 5백만 대의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그리고 천만kW급 정치형 연료전
지 보급 계획을 수립
연료전지 개발, 수소제조, 수소 수송 및 

저장 기술과 실증 프로그램(JHFC-Japan 
Hydrogen and Fuel Cell Demonstration 
Project), 충전 인프라 건설, 코드 및 표
준화 제정 그리고 연료전지 및 연료전
지 자동차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 EU
협동연구 및 공동 출자 등을 통한 노력

을 진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공급 안

정성과 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
20~30년 이내에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

∙ 독일
수송 부문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진

행 중
수소제조, 저장, 전환 기술개발 및 연

료전지, 전기분해 기술의 비용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관련 주요 프

로그램 수립
∙ 캐나다
수소기술의 조기 채택, 개발, 상용화를 
목표로 Technologies Partnership 프
로그램 수립
현재 Hydrogen Highway, Hydrogen 
Village, 그리고 Vancouver Fuel Cell 
Vehicle Program을 통해 대형 실증사
업 진행 중

∙ 아이슬란드
2030년 까지 수소에너지 체계로 전환

한다는 목표
원유수입 주 대상인 자동차와 어선 분야

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

T4: 각 국의 
선진화된 
수소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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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설문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7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평가 가중별 쌍대비교를 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문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설문지 배포 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에게 설문지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였다. 사전검토 후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여 수소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정책관련 학계 전문가(한국가스공사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 연구원 및 대구경

북연구원 연구원)와 교수(경북대학교 교수)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 전공자(경북대학교 에너지

환경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의 3개 그룹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20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대면조사 방법 및 우편조

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부를 배포하여 56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엑셀(Microsoft Excel 2010)을 사용하여 일관성 검사를 하였다. 일관성비율이 0.1이상인 23부

는 제외하고, 일관성 비율이 0.1이하로 나타난 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회수

된 응답자들의 표본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수

(n=33)

비율

(%)

소속

기관

수소에너지 관련 전문가 8 24.24%

정책관련 학계 전문가 및 교수 10 30.30%

수소에너지 관련 전공자 15 45.45%

성별
남성 31 93.94%

여성 2 6.06%

연령

20대 8 24.24%

30대 11 33.33%

40대 12 36.36%

50대 1 3.03%

60대 1 3.03%

근속

년수

3년 미만 6 18.18%

3년 ~ 5년 미만 14 42.42%

5년 ~ 10년 미만 11 33.33%

20년 이상 2 6.06%

학력

대졸 18 54.55%

대학원 이상(석사) 5 15.15%

대학원 이상(박사) 10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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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Matrix 구성

국내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수소에너지 관련 문헌들을 바탕으로 세부속성 요인을 

수집하였다. 이중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을 편중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정책관련 전문가(대구경

북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와 에너지 관련 전문가(한국가스공사)들과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해 최종적인 요인들을 확정하였다. 아래 <표 3>은 최종 요인을 확정하기 위한 요인 적합성 

검증 결과이다. 

<표 3> 요인적합성 검증 결과

강점 S1 S2 S3 S4

평균 5.58 5.96 4.29 5.17

약점 W1 W2 W3 W4

평균 4.67 5.58 4.96 4.83

기회 O1 O2 O3 O4 O5

평균 5.96 5.08 5.71 5.79 5.83

위협 T1 T2 T3 T4

평균 5.17 4.92 5.29 5.29

요인적합성 검증 결과 평균 4.5점 이상의 값을 획득하였지만 S3의 경우 4.29점으로 전문가 

2인의 의견을 수립하여 S3을 세부요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강점요인 3개, 약점요인 4개, 

기회요인 5개, 위협요인 4개 등 총 16개의 요인을 최종요인으로 선정하여 아래 <표 4>과 같이 

SWOT-Matrix를 작성하였다.

<표 4>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략의 SWOT Matrix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

S2: 환경적 측면의 우수성

S4: 촉매, 재료 등 관련분야 경쟁력 우수

W1: 원천기술 확보 미흡

W2: 고가의 생산비용

W3: 안전상 문제

W4: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O1: 고유가 시대 진입

O2: 산업적용의 다양성

O3: 신규산업분야 기회

O4: 국가경쟁력 제고

O5: 환경규제의 강화

T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T2: 경제성 확보 실패

T3: 초장기적 투자

T4: 각 국의 선진화된 수소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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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SWOT Matrix 분석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3단계 계층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제 

1단계는 본 연구의 목적인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는 SWOT 분석

의 그룹 속성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4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SWOT 

그룹의 하위에 속하는 속성으로 총 16개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략의 계층구조 

IV. 실증분석

1. SWOT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려되는 요인에 대한 1계층 요인 및 2계층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수된 설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통한 검증을 하였으며, 다수의 설문대상자의 의견을 가중치로 종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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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하평균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범주와 단계별로 일관성 비율(C.R.)값을 

산정하여 각각 0.1을 초과하는 값을 모두 제외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단계별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관성 비율의 기준치에 부합하는 33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우선 SWOT그룹(1계층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강점 요

인(34.13%) → 약점 요인(29.23%) → 기회 요인(24.84%) → 위협 요인(11.80%)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 중에서 강점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표 5> SWOT 그룹의 상대적 중요도

SWOT 그룹 중요도 순위

강점 0.3413 1

약점 0.2923 2

기회 0.2484 3

위협 0.1180 4

일관성 비율(CR) = 0.04

2. SWOT 속성 하위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대상이 되는 각 그룹별 세부요인들의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항목들의 상대

적 중요도를 종합화하였다. <표 6>과 같이 SWOT 그룹별 세부속성요인들의 최종 중요도(가중

치)의 결과를 살펴보면, 강점요인 중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0.1622)과 환경적 측면의 우수

성(0.1295)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원천기술 확보 미흡, 고유가 시대 진입, 안전상 문제, 

고가의 생산비용, 산업적용의 다양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강점･기회요인은 활용해야 할 것이고, 약점･위협요인은 없애거나 보

완･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강점･기회요인으로 부각된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 환경적 측

면의 우수성, 고유가 시대 진입, 산업적용의 다양성 등은 활용･발전시켜야할 것이고, 약점･위

협요인으로 부각된 원천기술 확보 미흡, 안전상 문제, 고가의 생산비용,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 

등은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3. SWOT-AHP 종합분석 결과

SWOT 요인의 최종중요도를 반영하여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시 필요한 성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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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부속성요인의 최종중요도(가중치)

순위 SWOT 그룹 세부속성요인 최종중요도(가중치)

1 강점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 0.1622

2 강점 환경적 측면의 우수성 0.1295

3 약점 원천기술 확보 미흡 0.1048

4 기회 고유가 시대 진입 0.0738

5 약점 안전상 문제 0.0682

6 약점 고가의 생산비용 0.0648

7 기회 산업적용의 다양성 0.0550

8 약점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 0.0545

9 강점 촉매, 재료 등 관련분야 경쟁력 우수 0.0496

10 기회 신규산업분야 기회 0.0466

11 기회 국가경쟁력 제고 0.0386

12 위협 경제성 확보 실패 0.0369

13 위협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0.0357

14 기회 환경규제의 강화 0.0343

15 위협 초장기적 투자 0.0231

16 위협 각 국의 선진화된 수소에너지 정책 0.0223

<표 7> 전략적 발전 방향 Matrix

내부역량

외부환경

S W

･ S1 0.1622  ･ S2 0.1295

･ S4 0.0496

･ W1 0.1048  ･ W2 0.0648

･ W3 0.0682  ･ W4 0.0545

O S1 O1 W1 O1 

･O1 0.0738  ･O2 0.0550

･O3 0.0466  ･O4 0.0386

･O5 0.0343

SO WO

T
ST WT

･ T1 0.0357  ･ T2 0.0369

･ T3 0.0231  ･ T4 0.0223 S1 T2 W1 T2

략 방안을 도출한다. 전략 방안도출은 현안사업 측면과 중･장기적인 추진사업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 즉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정부의 시법사업 

등으로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으로 구분하였고 반면,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의 경우 경제성 확보 

및 기업･시장 등이 추진 가능한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

도록 한다. 이를 <표 7>과 (그림 2)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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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WOT 속성 및 요인의 그래프

1) SO 전략 도출

강점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이며, 기회 중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고유가 시대 진입’이다. 자원이 한정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무한한 에너지원인 

수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환경의 보존 및 에너지 자립화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에너지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막대한 재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미래 수소에너지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2) WO 전략 도출

약점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원천기술 확보 미흡’이며, 기회 중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고유가 시대 진입’이다.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이에 화석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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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관련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향후 장기간에 걸쳐 

수소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기술력에 대한 확보를 시도하여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비즈니스 지원 강화 정책을 통해 국내외 

유수 강소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3) ST 전략 도출

강점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이며, 위협 중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경제성 확보 실패’이다. 수소라는 원재료 자체는 무한하지만 이를 개발하고 활용

하기에는 그 초기 비용이 너무나 큰 관계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의 정책들을 강화하고 차별성 있는 세부 정책들을 개발하

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4) WT 전략 도출

약점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원천기술 확보 미흡’이며, 위협 중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경제성 확보 실패’이다. 이 두 요인을 결합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직은 수소에너지 기술이 초기단계이고 상용화의 시점이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염려

하여 상용화 시점에 뛰어들게 되면 이미 수소에너지 시장을 다른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을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신개념적인 투자 정책과 규제정책의 완화를 실시하여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종합분석

앞서 수행된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전략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내 수소에

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현안사업과 중･장기적 추진사업을 제시하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1) 현안사업

(1) 선진국과의 기술개발 격차 및 정책적 격차 감소 방안

선진국과 경쟁하여 국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상용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Top-Down식 R&D방식에 입각한 과제 도출 및 과제관리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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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소분야 연구에 관하여 기술분야 자체는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R&D 개발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면 선진국들의 정책동향과 방향을 주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의 경우, 수소에너지와 관련하여 정부차

원의 R&D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상용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

으로 도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규시장의 형성과 함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개발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에너지체제 개편, 기술개발･

보급 로드맵, 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제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2)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에너지 원천 기술 연구, 연료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시스템 실증 보급 등 단계별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용화를 위한 해결과

제인 가격, 내구성 등을 위해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고 소재 혁신기술과 양산 제조를 통한 가격 

저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① 원천･핵심기술 연구 프로그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기업주도 산업화 연구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산업화를 위한 제반 기술적 장애요인은 내구성 및 가격저감이 주요 이슈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소재개발, 내구성 향상 관련 연료전지 

부품 열화기구, 촉매저감연구 등 원천･핵심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② 핵심부품 및 주변기기 개발 프로그램

연료전지 차량 및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 국내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차량 및 가정용 연료전지 제품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핵심부

품 및 주변기기 대부분은 수입제품이다. 이는 아직 국내에 연료전지 사업이 미비하여 이를 제조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연료전지 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하여 핵심부품 및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부품 국산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느냐의 문제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

적 의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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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소 연료전지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화 추진

연료전지 차량 및 수소인프라, 발전용, 휴대용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확대 및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부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 시험평가 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비용 및 개발기간의 단축이 어려운 현실

이다. 이를 위해 수소안전/신뢰성 관련 공인평가 기관선정이 필요하다.

(3)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법, 제도, 조직 개혁 방안

국내 수소경제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제도 면에서의 안정적 추진체계의 정비가 우선적

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과 일본에서는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 장단기 기본계획, 개별법령의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동 법상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해당 전담조직의 

신설 및 보강 또한 필요하다.

2) 중･장기적 추진사업

(1)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에너지 원천 기술 연구와 연료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시스템 실증 보급 등 단계별 기술 개발은 물론, 교육과 표준화 등 인프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① 시장 초기 수소충전소에 대한 전략적 지원 정책 수립 필요

충전소 부지 선정 시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유지 및 시유지를 지원하여 

충전소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이 필요하겠다. 또한 기술료 면제 및 기존 충전소

(주유소)와 연계하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규 및 규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인

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유도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② 연료전지 조기 산업화 및 수소인프라구축 지원에 필요한 자원 확보

수소･연료전지 조기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저감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저감은 강력한 기술개발 지원정책 및 핵심부품 국산화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산체제 구축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기양

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산업화까지는 보급사업에 의거한 보급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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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에너지 산업화 전략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수소이용기술인 연료전지에 대한 개발경쟁이 본격화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 수소를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는 양은 단지 1%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

다. 이런 면에서 수소산업 발전은 수소를 어떻게 에너지 분야로 그 활용도를 넓혀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해 저가 양산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의 국산화

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소에너지 산업화의 경쟁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효과적인 수소경제사회 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수소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산업의 현황

을 파악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시 요구되는 정책적 전략방안을 SWOT분석을 통해 

각 요인을 도출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밝힘으로써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AHP분석에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향후 국내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SWOT그룹의 상대적 중요도는 강점 요인(34.13%) → 약점 

요인(29.23%) → 기회 요인(24.84%) → 위협 요인(11.8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WOT

요인 별 결과를 살펴보면, 강점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원재료의 무한성 및 다양성(0.1622), 

환경적 측면의 우수성(0.1295), 촉매, 재료 등 관련분야 경쟁력 우수(0.0496) 순으로 나타났다. 

약점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원천기술 확보 미흡(0.1048), 안전상 문제(0.0682), 고가의 생산

비용(0.0648),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0.05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회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고유가 시대 진입(0.0738), 산업적용의 다양성(0.0550), 신규산업분야 기회(0.0466), 국가경쟁

력 제고(0.0386), 환경규제의 강화(0.0343) 순으로 나타났다. 위협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경제

성 확보 실패(0.0369), 선진국과의 기술격차(0.0357), 초장기적 투자(0.0231), 각 국의 선진화

된 수소에너지 정책(0.0223)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이 되는 각 그룹별 세부요인들의 종합적 순위를 얻기 위해 의사결정 항목들의 상대

적인 중요도를 종합화하였다. SWOT그룹별 세부속성요인들의 최종 중요도 결과를 보면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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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한성 및 다양성(강점), 환경적 측면의 우수성(강점), 원천기술 확보 미흡(약점), 고유가 

시대 진입(기회), 안전상 문제(약점), 고가의 생산비용(약점), 산업적용의 다양성(기회),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약점) 등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고, 촉매, 재료 등 관련분야 경쟁력 우수(강

점), 신규산업분야 기회(기회), 국가경쟁력 제고(기회), 경제성 확보 실패(위협), 선진국과의 기

술격차(위협), 환경규제의 강화(기회), 초장기적 투자(위협), 각 국의 선진화된 수소에너지 정책

(위협)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적용해야할 요인들

의 우선순위와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수소가 에너지 운반체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라는 거대한 기술･경제체제의 변화를 위해 현재 

수행해야 할 에너지 정책과 전략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소와 연료전지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기술이지

만, 경제성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많이 존재한

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은 수소와 연료전지를 에너지고갈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기술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그리

고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당한 성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에 경제성을 갖추어 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기술적･경제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지원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SWOT-AHP모델을 통해 나타난 결과치의 주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SWOT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SWOT-AHP 결합모형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

가는 평가법이기에 본 연구는 평가방법의 주관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AHP 분석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CR)가 0.1이하로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AHP모형 자체의 상대성은 극복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객관적 분석모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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