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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200만톤 생산(국내·외), 국내 시장점유율 30%, 철강 수소생태계 구현

‘40년‘30년‘25년‘21년

부생수소 생산설비 확대 블루수소 조기전환 그린수소 선도

7만톤 50만톤 200만톤

수소 생산

수소 판매

그룹차원 진출

단계적 생산 확대 통해 그린수소 200만톤 체제 구축
① 부생수소 7만톤 생산 → ② 블루수소 50만톤 확보 → ③ 그린수소 200만톤 생산

초기 수요기반 및 미래 대규모 안정적 수요 창출
- 수소모빌리티, 수소발전, 수소환원제철 등

그룹사 수소사업역량 집중, 시너지 극대화
- 해외수소 도입, 수소터빈발전 전환, 수소도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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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수소 7만톤 생산 (~’25)

부생수소

[수소 생산] 단계적 생산 확대 통해 그린수소 200만톤 체제 구축(~’40)

- 제철소 現 설비 가동률 증대로 2천톤 생산 (~’22)

- 부생가스 추출설비 투자로 68천톤 생산 (~’25)

해외 도입으로 블루수소 ‘30년 50만톤 확보

- 해외 블루수소(암모니아) 도입

국내 그린수소 시장 선점, 그린수소 200만톤 공급 (~’40)

- 호주/중동 등 그린수소 생산사업 개발

그린수소

블루수소

· 주요 글로벌 블루수소 생산 파트너사와 사업협력 협의 진행 중

· 현지 정부 및 주요 파트너사와 사업협력 협의 진행 중
· 포스코 태양광 구조물用 강재(PosMAC)공급 연계

- 암모니아 수소개질(추출) 기술 확보 추진

ᆞ국내외 국책연구기관 및 파트너사 협력 개발 추진 협의 중

- 수소(암모니아) 도입 인프라 구축 (터미널 및 탱크)

- 국내 블루암모니아 인수기지 구축 및 블루수소 추출

암모니아로
합성

수소추출
[블루수소]

현지 가스전
수소생산

CO₂는 광구에 매립

도입
(인수기지 구축)



3

[수소 판매] 초기 수요기반 및 미래 대규모 안정적 수요 창출

수소발전수소환원제철

[그룹차원 진출] 그룹사 수소사업역량 집중, 시너지 극대화

P.에너지, 수소터빈발전 전환

- 상용화 이전,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 혼소 추진

- ’30년이후상용화전망(1GW 시, 수소연50만톤소요)

독일지멘스
ᆞ수소혼소→ 수소100% 실증(~’24)→ ’30년상용화

일본 가와사키
ᆞ수소가스터빈 생산전력 공급 실증사업 진행 중

미국GE
ᆞ500MW 혼소터빈발전운영(’21)→ ‘30년100% 전환

※ 글로벌 업체 현황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

- 석탄 대신 수소 사용, CO₂free 철강 생산
- 상용화 시, 연 370만톤 그린수소 소요

P.인터내셔널 現 국가 해외청정수소 조달사업 참여 중 → 해외 블루/그린수소 프로젝트 개발 및 수소 트레이딩

P.에너지 現 LNG터미널 운영 중 → 수소 인수터미널 구축 및 수소터빈발전 전환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P.건설 現 안산수소도시 사업 참여 중 → 국내 수소도시 및 EPC 사업 참여

수소모빌리티

회사 차량 수소차 전환

- 전체 전환 시, 수소 사용량 연 1만톤 규모

- 제철소 관련 통근버스, 지게차 등

철강물류 대형 수소트럭 전환 유도

- 당사 철강제품 전용트럭 1,500대

부생수소 활용 충전소 운영
- 수소트럭 전용, 경쟁력있는 가격에 수소 공급

RIST 암모니아 수소추출 설비, 암모니아 및 수소 연소기술 등 수소 핵심 기술 개발 및 확보



4Ⅲ. 포스코그룹 수소사업 미래상

수소사업을100년 기업을 위한신성장 엔진으로 육성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로 철강과 비견되는 사업으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