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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의 미래 수소 시장 잠재력

글로벌 수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호주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이미 진입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호주내 수소 생산을 
위한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남호주 정부는 수소사용을 내수 및 
수출시장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구역내 3메가 와트 
규모의 수소 프로젝트에 1,500만 호주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2,500만 호주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조기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남호주 Hydrogen Export Study, 
Modelling Tool 및 Prospectus 는 
현지에서 생산 된 수소의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정부가 남호주 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발자취입니다.

남호주 정부는 산업 공정과 운송 분야에 
대한 전세계적인 탈탄소화에  있어서 
관련 업계가 한계점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지원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호주는 COVID-19 팬데믹을 
대응으로써, 수소분야와 같은 이머징 
분야는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을 지닌  
신성장 영역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050년까지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남호주는 이러한 
이머징산업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크고 
경쟁력있는 시장을 선점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수소 산업의 발전 경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전략적 
사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남호주는 
관련 산업의 확장 속도에 보조를 맞추는 
투자 유치, 개발 승인 프로세스 및 규제 
표준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 입니다.

남호주 정부는 Hydrogen Export Study, 
Modelling Tool 및 Prospectus 가 
외국투자의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우리의 헌신과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 생산이 혁신적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업계는 기존 프로세스를 재고하고  가스 
파이프 라인과 항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며, 운송부문의 연료 공급 
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에 마주하게 될 
것 입니다. 

내수 및 수출을 위한 클린수소의 개발과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청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남호주의 국제적 명성에 맞게 구현될 
것 입니다. 남호주 정부는 관련 업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수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Hydrogen Regulatory Working Group 
(RWG)을 설립했습니다.

서문

Hon Steven Marshall MP 
Premier of South Australia

Hon Stephen Patterson MP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Hon Dan van Holst Pellekaan MP 
Minister for Energy and Mining,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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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남호주는 이미 그린수소를 국내 가스 
네트워크에 혼용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수출용 클린수소 생산에 
맞춘 상업적 스케일과 생산능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남호주 정부의 Electric Vehicle Action 
Plan은 배터리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차량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 전지와 
National Fleet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회에 대하여 남호주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남호주의 
풍부한 풍력 및 태양열 자원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없애며 2030년대까지 100% 순재생 전기 
생산을 달성하려는 남호주 정부의 포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동 투자는 남호주가 풍부한 
클린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Equity partnership
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올려 
놓았습니다. 수소 생산은 수요가 적은 
기간 동안의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역 전력망의 안전 및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호주의 Hydrogen Export Study, 
Modelling Tool 및 Prospectus를 
개발하기 위해 Department for Energy 
and Mining과 Department for Trade 
and Investment에 협력하여주신KPMG 
및 WSP에게 감사드립니다.

 혁신에 초점을 맞춘 수소 투자처

고도로 숙련된 인력, 최첨단 연구 및 개발, 경쟁력있는 인건비 및 우수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남호주는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호주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남호주의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이 클린 재생가능 기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수소의 입지

남호주의 재생 가능한 풍력 및 태양열 자원에 70억 호주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에 적합하며, 주정부는 
블루수소에 필요한 원재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ustralian Gas Infrastructure Group (AGIG) H2U 및 Neoen이 국내 및 수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이미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renewables.sa.gov.au 참조

수소 수출의 선도적 지위

남호주는 풍부한 자원과 수출 항구의 근접성으로 인해 세계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비용과 경쟁력있는 속도로 클린수소를 생산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호주 자원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에 최적화된 4개의 
공급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정부 지원

남호주는 수소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도적인 수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수소 Regulatory Working Gorup (RWG)을 설립했습니다.

남호주는 관련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담관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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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개요 
남호주 – 수소 투자의 종착지이자 클린 에너지 발전소

남호주는 호주 본토의 중남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총 면적은 983,482 평방 킬로미터 (
호주의 13%)입니다. 다른 모든 주 및 준주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풍경은 
험준한 아웃백 자연과 사막부터 경치 좋은 산맥과 3,700km가 넘는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남호주 정부는 175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77 %는 주도인 
애들레이드와 주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남호주의 농촌 지역은 지역 사회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다양한 일자리와 라이프 스타일들을 제공합니다.

남호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는 
도시입니다 히. 특히, 애들레이드는 깨끗한 그린도시이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호주 
최고의 도시입니다.

Commercial centre에는 첨단 제조, 기술 및 연구 기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방, 
자원 및 기술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호주는 대규모 농업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애들레이드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애들레이드의 고등학교 및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천 명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교육 산업과 함께 건강, 크리에이티브 및 서비스 산업은 남호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
남호주는 호주의 다른 어떤 주도 따라 올 
수 없는 다양한 비용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남호주의 민간 부문 인건비는 투자에 
유리한 세금 정책과 지원으로 인해 
호주 평균보다 8.5% 낮습니다. 또한, 
애들레이드는 법인 설립 및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가장 
비용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선망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주도인 애들레이드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 2017 
년Lonely Planet이 선정한 반드시 가봐야 
할 5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남호주의 높은 삶의 질과 저렴한 
물가수준은 사업 주체들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통해 이직률과 재교육 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즈니스 안정성, 연속성 및 
수익성을 제공합니다.

우호적인 에너지 생산 정책
남호주는 주내 전력 사용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있고, 2030년   
까지 100%에 도달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호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더욱이, 
남호주는 전력 보관 기술을 비롯하여 
앞으로 다른 주정부들과의 전력망 연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될 미래 
수소 기회를 위한 중요한 역량을 제공할 
것 입니다. 

남호주의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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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문화
남호주에는 전문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혁신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Tonsley innovation district, 
Techport naval industry hub, the 
South Australian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SAHMRI), the 
Lot Fourteen innovation precinct 및 
Waite agricultural research precinct가 
포함되며, 모두 수준 높은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
남호주는 호주내 지식을 담당하는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 중 두 곳을 보유하고 있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된 다수의 
졸업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남호주에는 약 102,000명의 학생들이 대학 
과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 년에 
애들레이드는 

Mercer에서 25
번째로 진행한 연간 

생활비 조사에서 
호주에서 가장 
비용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남호주는 성장하는 
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경쟁력있는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 주요 
성장 부문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및 광업

방위

우주

하이테크

음식, 와인 및 농업

인터네셔널 교육

관광

건강 및 의료 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에너지 및 광업

풍부한 천연 자산으로 축복받은 남호주는 150년 이상 
고품질의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전 세계에 제공해 
왔습니다.

남호주 정부의 에너지 전략은 이미 발전된 클린 
에너지 전환 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성장계획으로 
수소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방위

향후 20년 동안 남호주는 호주의 총 방위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입니다. 애들레이드는 
호주의 대부분의 방위 제조 능력과 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위한 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남호주는 호주의 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주이며 미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허브가 될 우주 혁신 
에코시스템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80개가 넘는 우주 관련 기관의 본거지 인 
남호주는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고 연구 개발 협력과 
국제적인 참여를 늘리기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ot Fourteen

기술, 돋보이는 아이디어, 벤처 및 창의적 사고의 
중심에 있는 Lot Fourteen은 남호주 정부에 의해 
사업, 연구 협력 및 문화 활동의 글로벌 혁신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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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클린 에너지 
발전소
남호주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호주는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이 
클린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남호주 경제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주는 주내 전력 사용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있고, 2030년 까지 100%에 도달하고 
클린에너지를 다른 주들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전해조 용액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주 내에서 
그린 수소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남호주의 
천연 가스 매립지는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을 사용하는 Steam 
Methane Reforming (SMR)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통해 수소 생산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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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클린수소 자원을 지원하는  
지리적 이점

남호주의 크기는 약 1백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광활한 
해안선은 담수를 제공하고, 광활한 땅은 그린 및 블루수소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풍력 및 태양 자원을 
활용합니다. 풍력량 계수를 45%를 초과하는 풍력외에 태양열의 
일사량은23MJ/m2 이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블루수소 
개발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상당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수출 산업을 선도하다

남호주는 세계적에서 가장 낮은 규모의 비용과 경쟁력있는 
속도로 깨끗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향식 
공급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호주의 자원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 따라 4
개의 최적화 된 공급망 구성이 시장에 유리한 경로로 식별되고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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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을 향한 남호주의 수소 
산업 비전
남호주는 수소의 수출 및 내수를 지원하는 통합 수소 공급망을 갖춘 세계 
최고의 클린수소 생산지입니다.

이는 우수한 풍력 및 태양열 자원과 유리한 항구 위치를 활용하여 다중 제품, 다중 터미널 수소 수출을 
지원합니다.

남호주는 수소 규제, 안전 및 개발 분야의 리더이자 선구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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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는 세계 
최고의 클린수소 
생산지입니다.

수출 지원을 위한 주요 항만 시설 및 
해안선

남호주에는 개발과 함께 수출 성장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기존 
항구와 미개발지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개발중인 지역들과 
미개발지들은 고품질 재생에너지 자원과 인접한 거리에
(<75km) 위치하고 있으며 수소 선박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해안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래경로가 확립된 시장에 대한 근접성

남호주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클린수소를 제공하겠다는 
유망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 사무소는 한국, 일본, 
동북 아시아, 미국, 중국 및 유럽 등 전 세계에 설립 
되어있습니다. 무역 사무소들은 남호주의 수소 잠재력을 
국제 시장에 홍보하고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수소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 실적

남호주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수소 프로젝트에 1,500
만 호주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2,500만 호주달러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AGIG H2U와 Neoen이 국내 및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정부 지원

남호주는 ARENA가 수소 수출이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한 17억 호주달러와 2,800개의 일자리 중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명확한 정부 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을 통해 
남호주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전담 관리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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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수출 기회
수소 수출 시장의 선도적 지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남호주의 유망한 계획의 일환으로 남호주 정부는 
수소 잠재력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남호주의 대규모 
클린수소 생산에 대한 상세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재생 가능 자원 또는 가스 자원에서 수소 수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인프라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분해 또는 Steam 
Methane Reformation (SMR)을 통한, 수소 생산 비용, 운송, 전환 및 저장 
비용, 수출 터미널을 설치하고 주내 선박에 적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는 남호주의 에너지 자원들을 분석하고 주내에 가장 유망한 
지역들과 잠재적인 수출 항구 부지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호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FOB 비용으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하여 공급망 구성 및 위치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의 조합들과 시나리오들이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분석은 자원의 
품질, 생산에 대한 투자, 항구와의 거리 및 관련 운송 비용, 그린수소의 
운송 및 항구로의 전기 송전 그리고 항구 부지의 운영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소 수출 잠재력에 대한 글로벌 추정치는 다운스트림 처리 
또는 운송 비용을 제외한 수소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인 생산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호주 정부의 장기 목표인 kg당 2 호주달러 미만의 H2를 
포함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비용을 통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는 생산, 운송, 다운스트림 처리 및 수출 
터미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호주 달러로 제공되는 모든 
비용 관련 정보에 기반하여 2030년까지 수소의 첫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의 성숙도는 공급망의 요소에 따라 다르며 각각 투자자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제공됩니다. 2030년 첫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비용 및 운영 효율성의 예측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공급망의 
각 요소는 Capital reduction과는 별도로 모델링되었습니다. 가속화된 
진행은 관련 기술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출 것이며, 원가경쟁력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절감은 지역이나 관할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최근 초저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급망 개발에 
적용 가능한 pre-tax nominal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은 재생 가능 요소에 대한 5.8%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공급망의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평균인 8.95%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예측치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은 Online 
Modelling Tool을 통해 개별적인 수익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본비용은   30,000에서 250,000 tpa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 결과 
및 수출량에 대한 것 입니다. 더 낮은 총 자본비용은  소규모 개발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의 연구가 진행중임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 추정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 추정의 정확도(자본 및 운영 모두)는 공급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FOB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도 수준은 이머징 
기술자본 및 운영 비용의 불확실성과 가스 상품 가격 입력값의 변동성에 
따라 +/- 40% 정도로 추정됩니다.

남호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정 구성에 따른 잠재적 비용 추정 
범위를 나타냅니다:

• 생산: 블루수소는 생산 추정치의 하한을 
나타내며 그린수소 생산은 상한에 있습니다.

• 운송: 수출 항구에서 근접한 75km 이내에 
재생 가능한 자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다운 스트림 처리: LOHC 변환을 통하여 
범위의 상한에서 수소를 액화하여 비용을 
낮춥니다.

• 수출 터미널: 비용은 부지 전반에 걸쳐 
일관되며 주로 수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 수소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린수소: 여기에는 풍력 및 태양열 재생에너지 
허브 개발 또는 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통한 전기 공급 및 전기분해장치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블루수소: 공급 원료로서의 가스, 필요한 자본 
그리고 SMR 플랜트 운영 비용 및 CCS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운송: 그린 시나리오를 위한 송전 비용, 민간 
송전 인프라 혹은 Transmission Use of System 
(TUOS) 비용, 또는 블루수소 구성을 위한 수소 
및 수소 관련제품의 운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운스트림 처리: 암모니아, 액체 수소 또는 
액체 유기 수소 운반체 등의수소 생성물로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수출 터미널: 관련 수소 제품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고 운영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본 지출, 에너지 (전기 및 가스) 및 수도 비용에 대한 상승 
민감도를 고려하였으며, 기타 모든 수치는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되었습니다

0 1

 비용 (호주 달러 /kgH2)

생산

운송

다운스트림  
처리

수출 터미널

2 3 4

공급망 구성의 결과 (호주달러/ k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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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전기분해장치 사용량 추정

대형 재생 가능 자원에 직접 연결된 
그린수소 생산의 잠재적 활용도 수요의 
전형적인 1 : 2 비율 : 명판 용량. 전송 
용량은 처리 부하에 맞게 조정되며 재생 
가능 자원의 일부 축소로 이어집니다. 
전기분해장치에 대한 자본 지출은 FOB의 
약 20%에 달합니다.

≈$2.5 /kgH2 
블루 수소 생산의 평균  
예상 비용

Cooper Basin에 있는 생산 및 CCS를 
포함하는 블루 수소의 평균 예상 비용은 
kgH2 당 약 2.5 호주달러 입니다. 기술 
선택 또는 비용 절감을 통한 추가적인 
원가절감으로 kg당 2 호주달러 미만의 
H2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 
비용은 총 FOB의 25-35%를 차지합니다.

20 – 40% 
전환에 대한 FOB의 예상 비율

수소 제품의 전환은 주로 자본 비용에 
의해 주도되는 FOB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기술 비용의  감소에 
따라 위치의 제약이 완화될 것입니다. 

$38 – $48 /MWh 
최적의 FOB 비용을 위한 
제한된 전기사용의 예상 비용

호주는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제한된 자원의 
2030년 기준 비용은1MWh 당 38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제한 조건은 10-15%입니다. 전력  비용은 
제품 유형에 따라, FOB의 40-50%를 
차지합니다. 남호주의 낮은 전력 비용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3.5 /kgH2  
그린수소 생산의 평균  
예상 비용

추가적인 최적화를 고려 할 때 2030
년까지 남호주 내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잠재적 비용은 kgH2당 약 3.5 
호주달러입니다. 이는 재생 가능 용량이 
높고 남호주의 수출 터미널과 근접성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생산비용 추정치입니다.

<7% 
수출 터미널의 FOB 예상 비율

남호주는 여러 항구를 개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과 필요한 자본 
투자는 개발 규모에 따라 총 비용 / kgH2
의 최대 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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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기회
남호주 – 수소 수출 선두주자로서의 
다양한 기회들

상세한 모델링을 통해, 남호주 내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한 다수의 우수한 구성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구성들은 남호주에서 
수출 공급망이 될 가능성을 가진 예시들입니다. 
광범위한 수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Port Macdonnell 
및 Myponie Point의 공급망을 포함하여 Online Tool을 
이용하면 추가 공급망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각 공급망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급망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출량에 따라, 여러가지 결과가 산출됩니다.

Port Bonython의 대규모 그린수소
125,000-250,000 tpa 사이의 우수한 양을 가진 잠재적인 대규모 
수소 수출 터미널. 이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Upper Spencer 
Gulf의 잠재적 풍력 및 태양열 자원을 활용합니다. 개인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약 70km 떨어진 Bonython 항구로 전기를 
전송합니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풍력 자원이 필요합니다.

Cape Hardy / Port Spencer 지역의 기회
우수한 수심 측정을 통해 그린수소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 항구. 
60,000-250,000 tpa 범위의 소규모 및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곳은 Eyre Peninsula의 재생 가능 자원과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75%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잠재적  
전해조 이용량

$39 – $47 /MWh
우수한 구성에 따르는  

예상 전기 비용

≈$3.5 /kgH2
그린수소 생산  

예상 비용

>75%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잠재적 
전해조 이용량

$38 – $46/ MWh
우수한 구성에 따르는  

예상 전기 비용

≈$3.5 /kgH2
그린수소 생산  

예상 비용

1.2 – 2.5 GW
예상 전해조 크기 

2.3 – 6.5 GW
총 공정 수요 대비 재상 자원을 약 

100% 늘렸을 때 필요한 전력양

0.6 – 2.6 GW
예상 전해조 크기

1.1 – 6.1 GW
총 공정 수요 대비 재상 자원을 약 

100% 늘렸을 때 필요한 전력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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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Bonython에서 수출 된 블루수소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Moomba의 Cooper Basin
에 위치한 가스 매장지를 이용하여 Port Bonython에 그린-블루 
허브를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스는 추출 현장에서 수소로 
변환되고 탄소는 포집되어 고갈된 가스 매장지에 저장됩니다. 
이상적인 수소 규모는 125,000 - 250,00 tpa 로 식별되었습니다. 
가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최종 생산비용이 결정 될 것 입니다.

Port Adelaide에서 현지화 된 그린수소 
생산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80,000 tpa의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고품질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기존 인프라의 잠재적 용량에 맞춰 생산 
규모는 제한됩니다. 

$8.00 /GJ
예상 가스비 및 네트워크  

공급 비용

≈$2.5 /kgH2
CCS를 포함한 수소 생산  

예상 비용

$40 /MWh
PPA를 기반으로 한  

예상 전기 비용

≈$3.5 /kgH2
PPA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예상 비용

24,000 – 49,000 TJ
연간 예상 필요 가스량

0.2 – 0.8 GW
예상 필요 전력양

1

2

4

3

43

최적의 위치

풍력 및 / 또는 태양열 농장  
7.3m / 초 이상의 예상 풍속 및 23.5MJ / 

m2 이상의 DNI

풍력 및 / 또는 태양열 농장 
7.2m / 초 이상의 예상 풍속

풍력 농장 
7.3m / 초 이상의 예상 풍속

태양열 농장 

23.5 MJ / m2 이상의 DNI

태양열 농장 
7.2m / 초 이상의 예상 풍속

블루수소 생산 
가용 가스 / 석탄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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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이 투자 설명서에 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상업적, 재정적 또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 설명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특정 투자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독립적인 기술, 주의 및 판단력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남호주 정부는 투자 설명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남호주 정부는 
투자 설명서에 제시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출, 손실, 손상 및 비용에 대한 어떤한 책임이나 의무(과실,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 포함)도 갖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hydrogen.sa.gov.au

다음 단계
남호주 정부는 이 투자 설명서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남호주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 기회들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미래의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남호주 
내의 투자 기회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및 인프라 지도와 수소 수출 
공급망의 Online modelling tool 등이 포함됩니다. 
Online modelling tool는 사전 타당성 연구 중 진행 
된 세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남호주의 여러가지 
환경에 특정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Tool은 남호주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수소의 잠재적 FOB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전 타당성 연구를 통해 확인된 최적의 
옵션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급망 구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수출 Online modelling tool을 
사용하시려면 아래 사이틀 방문바랍니다.  
hydrogenexport.sa.gov.au.

세계 제일의 수소 프로젝트들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의향을 등록하시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Mr Wayne Emery  
Director Minerals & Energy  

wayne.emery@sa.gov.au

Ms Edit Mucsi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Fuels & Hydrogen 

edit.mucsi@sa.gov.au 

사진 제공: Iron Road와 H2U

http://www.hydrogen.sa.gov.au
http://www.renewablessa.sa.gov.au/topic/investor-information/
http://hydrogenexport.sa.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