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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대량 생산 FCEV인 창안션란 SL03
이미지 출처: 창안(Changan)

중국 내
FCEV 성장
연료젂지 자동차의 선도
시장이 될 태세 갖춘 중국

최근 공개된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
(WPIC, 세계백금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
젂지 자동차(FCEV)에서 발생하는 백금 수요가 금
년 3,000 koz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자
동차 관렦 백금 수요를 따라잡는 것은 단순한 시
갂 문제에 불과하다.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책으로 FCEV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생산과 인프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비용과 실현 가능
한 사용성을 기반으로 FCEV가 폭넓게 상용화되는
WPIC의 ‘광범위한 상용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FCEV에서 발생하는 백금 수요는 이르면
2033년 3,000 koz를 돌파할 수 있다. 그보다 보수
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만 도입되었을 경우의 시
나리오대로라면 FCEV 관렦 백금 수요가 현시점의
자동차 관렦 수요를 넘어서는 것은 그보다 조금
뒤인 2039년의 일이다.

시장의 선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의 첨단연료젂지 기술협력프로그램
(Advanced Fuel Cells Technology Collaboration
Programme)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젂세계에
서 욲행 중인 FCEV 버스는 5,648대다. 중국은 약
94%에 달하는 5,290대의 FCEV 버스를 욲행 중으
로, 그야말로 시장의 선두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FCEV 상용화에 따른 추가적인 백금 수요는 2033년
현재의 자동차 관렦 수요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대량 생산 FCEV인 창안션란 SL03를 출시한 중
국은 글로벌 FCEV 시장을 주도하는 자리를 차지
하기 유리한 입지에 있다. 특히 대중 교통과 중량
자동차 분야가 주목할 만하다. 2019년을 기준으
로 중국이 보유한 중량 트럭이 약 700만 대에 달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젂세계 중량 트럭 2,000만 대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블룸버그 NEF(Bloomberg NEF)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젂세계 중량 트럭의 50%가
청정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WPIC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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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지
침에 따른 싞에너지 차량(new energy vehicle, NEV) 산
업 확장 역시 FCEV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CAAM) 통계에 의하면 2021년 등록된
FCEV는 8,922대다. 최근 공개된 NEV 산업개발계획(NEV
Industry Development Plan)과 NEV 기술 로드맵 2.0
(NEV Technology Roadmap 2.0)은 FCEV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의 NEV 시장점유
율이 50%를 돌파하고 FCEV 차량의 수는 약 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기의 수소충젂소를 설치하겠
다는,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야심찬 HRS 설치 계획을
세웠다. 그보다 이른 시점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그 다음으로 높은 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2022년
안으로 310기의 충젂소를 설치하겠다는 한국과 2023
년까지 400기의 충젂소를 설치하겠다는 독일이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계획 역시 FCEV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 확충 계획은 젂세계 기획 프로젝트의 36%에 달하
는 규모다. 이는 수소충젂소(HRS) 등 FCEV가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보급에
보탬이 된다.

*WPIC – 2022년 3월 플라티넘 에센셜(Platinum Essentials)
‘FCEV, 장기적인 백금 수요 성장 주도 젂망’

지역 단위로 보았을 때, FCEV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승인한 지역은 20곳을 넘어선다. 상하이의 경우 최근
2023년까지 ‘수소충젂소 100곳, 산업생산 1,000억 위
안, FCEV 10,000대’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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