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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의제로 설

정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 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투자 결정과 고객의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정부, 전문기관과 함께 그린철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약 40%를 배출하는 산업이다. 철강산업에서의 성

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국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기본 현황과 외국 기업들의 대응 동향을 살펴

보고, 향후 효과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

저 (1) 국내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에 대해 정리하고, (2)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와 특징, 주요 제품

과 수요 산업, 대표적 철강 기업 현황을 살펴본 후, (3)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의 현

재 위치와 향후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주요 특징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추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00만 ton-CO2이며, 철강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은 그 중 약 

36%를 배출한다(전환 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2018년에 약 1억100만 ton-CO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이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39.0%,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1%에 해당한다.

특히 철강산업은 직접 배출량1 기준 국내 제조업 배출량(1억8,600만ton-CO2)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며, 

2010년 대비 주요 제조업 부문의 평균 배출 증가율(15.2%)을 상회하는 배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온실

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아래 표 1 참조). 이는 철강산업이 에너지 사용 집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위 열량 

당 탄소 배출이 많은 유연탄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철강산업 에너지 사용량 

중 유연탄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6%에 달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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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구성과\철강산업\비중
출처:\국무조정실\2021

1.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전력, 열 등) 구매로 인한 간접배출량(scope 2) 제외  



\\\기후솔루션6 Solutions\for\Our\Climate\\\ 7

국내\철강산업\탄소중립\대응\동향과\이슈국내\철강산업\탄소중립\대응\동향과\이슈CHAPTER 02 ㅣ\온실가스\배출\현황과\주요\특징 CHAPTER 02 ㅣ\온실가스\배출\현황과\주요\특징

[표1]\우리나라\제조업\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비중과\증감\추세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18년  

배출비중

'10년  

대비 증감률

철강 76,841 89,290 104,610 93,360 95,288 51.0% +24.0%

비철금속 2,344 2,361 2,416 2,674 2,979 1.6% +27.1%

화학 34,936 40,124 42,602 39,167 45,953 24.6% +31.5%

펄프 1,805 1,183 772 646 662 0.4% -63.3%

식음료 2,400 2,082 1,842 1,850 1,955 1.0% -18.5%

기타 43,673 44,568 40,867 43,730 39,759 21.3% -9.0%

합계 162,000 179,608 193,110 181,428 186,596 100.0% +15.2%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우리나라 철강업체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2019년 기준 85개 업체로 철강 

부문 배출량의 99%를 차지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0.27%씩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배

출집약도(조강 생산량 당 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0.52%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철강금속신문 2020, 아래 그림 2 참조).  

다만,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철강산업의 2019년 배출량과 배출집약도가 전년 대비 각각 

14.4%, 16.1%씩 증가한 이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와 현대제철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가 별

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던 부생가스 발전소 등 발전자산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면서, 이들 발전소2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림\2]\철강산업\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집약도\추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한국철강신문\2020\data\기반\작성

한편, 국내 철강회사들의 조강 생산량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며, 배출집약도는 조강 

1톤 생산 당 1.45ton-CO2로 전 세계 평균(1.9ton-CO2/ton-steel)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

의 배출집약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유럽, 미

국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아래 그림 3 참조). 주요 철강 생산 국가들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2.0 ton-CO2/ton-steel 이상으로 높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1.5 ton-CO2/ton-steel 

내외), 유럽과 미국(1.0~1.3 ton-CO2/ton-steel)이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주로 조강 생산량 당 배출

량이 많은 고로-전로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데 비해, 미국이나 유럽은 전기로 방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3 

 

[그림\3]\주요\철강\생산국\배출집약도\추이
출처:\Bloomberg\New\Energy\Finance\2021

국내 주요 철강 기업 85개 중 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8%를 배출(나머

지 75개 회사의 배출량은 3.2%)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고로-전로 방식의 일관제철 공정을 운영하는 포스코

(66.8%)와 현대제철(25.0%)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배출한다. 

2.  포스코는 2019년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양수, 현대제철은 한국중부발전과의 합작회사인 현대그린파워로부터 당진
제철소 내에 있는 부생가스 발전소를 임차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발전 부문 배출량으로 분류되었던 배출량이 철강산업 배출량으로 분
류되기 시작했음

3.  국가별 전로 방식의 철강 생산 비중은 2018년 기준 중국 80%대 초반, 한국 60%대 초반, 유럽 50%대 후반, 미국 30%대 초반 수준이다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21).

8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90

100

110

120

1.7

1.6

1.5

1.4

1.3

130

103 103
102

106
103

100
103 105

121

온실가스�배출량(백만ton-CO2)

온실가스�배출량(백만ton-CO2)

조강생산�배출�원단위(ton-CO2/t-steel)

조강생산�배출�원단위(ton-CO2/t-steel)

1990

C n
Japan

Russia

EU

South Korea

US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World average in 2018

1995 2000 2005 2010 2015 China

Japan

South Korea

EU28

India

U.S.

0% 20% 40% 60% 80% 100%

World average

Basic oxygen furnace Electric arc furnace



\\\기후솔루션8 Solutions\for\Our\Climate\\\ 9

국내\철강산업\탄소중립\대응\동향과\이슈국내\철강산업\탄소중립\대응\동향과\이슈CHAPTER 02 ㅣ\온실가스\배출\현황과\주요\특징 CHAPTER 02 ㅣ\온실가스\배출\현황과\주요\특징

[표2]\국내\철강\기업별\온실가스\배출량

기업명 2017 2018 2019 19년 비중 비고

포스코 71,340 73,121 80,598 66.8% 고로-전로/전기로

현대제철 21,513 22,514 30,147 25.0% 고로-전로/전기로

동국제강 1,994 1,952 1,879 1.6% 전기로

세아베스틸 1,395 1,421 1,228 1.0% 전기로

디비메탈 851 950 778 0.6% 전기로(합금철)

세아창원특수강 535 546 511 0.4% 전기로(특수강)

심팩 408 22 463 0.4% 전기로(합금철)

한국철강 515 488 399 0.3% 전기로

대한제강 586 412 374 0.3% 전기로

와이케이스틸 354 352 360 0.3% 전기로

기타(75개 사) 3,688 3,745 3,861 3.2%

합계 103,180 105,526 120,597 100.0%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2.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한 조강 기술은 크게 고로-전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로-전로 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투입하여 쇳물을 만들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며, 전기로 방식

은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하여 이를 전기 아크열로 녹여 쇳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고로-전로 방식은 철광석과 코크스를 원료로 선철을 생산하므로 불순물 함량이 낮은 고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

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먼지 등)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기로 방식은 고로-전로 방식보다 설비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제조 소요 시

간이 짧아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고 고로-전로 방식의 제품보다 품질

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l\\고로-전로\방식\철강\제조\공정과\온실가스\배출\특성\

고로-전로 방식의 철강 제조 공정은 (1) 철광석을 녹여 쇳물(용선)을 만드는 제선 공정, (2) 용선을 전로에 투입

한 후에 순수한 산소를 불어넣어 탄소와 인, 유황 같은 불순물은 제거하는 제강 공정, (3) 액체 상태의 용강을 주

형에 주입하여 중간 소재를 만든 후 압연기를 통해 다양한 크기와 두께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압연 공정으로 구

성된다. 제선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은 각각 소결 공정과 코크스 공정을 거쳐 소결광과 코크

스로 전환된다. 소결광과 코크스를 고로(용광로)에 투입하고 1,200도의 열풍을 불어넣으면, 코크스가 산화하면

서 소결광을 환원시켜 쇳물(용선)이 생산된다. 

고로-전로 방식의 철강 제조 공정 중 고로 공정(코크스를 이용하여 소결광의 환원 반응이 이루어짐)에서 전

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2.4%~54.5%가 발생하며, 소결 공정에서 19.0%~21.2%, 제강 공정(전로)에서 

9.1%~9.5%, 기타 코크스 공정과 압연 공정에서 각각 3.0%~4.8%과 9.1%~9.5% 발생한다(아래 그림 5 참조). 

한국의 2017년 고로-전로 방식의 조강 생산량 당 배출량은 약 2.0ton-CO2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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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료

철광석

유연탄

강
조 강

[그림\4]\고로-전로\방식의\철강\제조\공정

[그림\5]\고로-전로\방식의\공정별\온실가스\배출량
출처:\Nippon\Stee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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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국내에서 고로-전로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며, 이들 기업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공정 연료로 활용하거나, 부생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ㆍ 포스코는 부생가스의 51%를 공정 연료로, 46%는 발전 연료로 사용하며, 나머지 3%는 외부에 

판매한다. 부생가스 발전 규모는 발전용량 기준 1.3GW이며, 이를 통해 제철소 사용 전력의 91%

를 생산한다(포스코 2021a). 

 ㆍ 현대제철은 부생가스 발생량의 56%를 공정 연료나 수소 생산에 활용하며 나머지 44%는 

800MW 규모 부생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모두 제철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전기저널 2017, 현대제철2021b).  

 ㆍ 철강 공정 부생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천연가스의 3.26배

에 이르며, 이는 부생가스가 제철 공정에서 1차 연소된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등 타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연구원 2018). 

l\\전기로\방식\철강\제조\공정과\온실가스\배출\특성\

전기로 방식은 광석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고로와는 달리 이미 사용된 철스크랩, 즉 고철을 주원료로 투입하여 철

강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기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전기로에서 열을 발생시켜 고철을 녹이는 전

기로 제강 공정인데, 아크로, 저항로, 유도로 등의 발열 방식 중에서 아크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전기로에

서 녹인 쇳물은 정련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속주조 및 압연 공정을 거쳐 다양한 철강 제품으로 생산된다.  

강� 강�

� 강

연·원료 조철 탄

[그림\6]\전기로\방식의\철강\제조\공정

전기로 방식의 공정에서 온실가스는 주로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며,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력으로 인한 간접

배출(58.3%)과 가탄재, 전극봉 사용에 따른 공정배출(18.4%)이 전체 배출량의 76.7%를 차지한다. 압연 공정

에서는 중간재 가열을 위한 연료 연소 배출(8.8%)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14.5%)이 주 배출원이며, 압

연 공정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3.3%를 차지한다. 국내 전기로 방식의 조강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약 0.45 ton-CO2/ton-steel 수준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그림\7]\전기로\방식의\공정별\온실가스\배출량\구성
출처:\국내\기업\사례\전문가\인터뷰

[그림\8]\고로-전로\공정\부생가스\발생\및\활용

Box 1. 고로-전로 공정의 부생가스와 그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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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l\\2050\탄소중립\선언과\철강산업\장기\목표\설정\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21.5)하고,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0.8%

까지 높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최대 97%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 시나리오에는 철강 산업의 감축 방안으로 기존 고로-전로 기반의 탄소계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재생에너지 비율 제고, 그린수소 활성화,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4)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의 핵심 기술 개발과 녹색 금융 활성

화 등이 이를 위해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이다.

l\\배출권거래제를\통한\철강산업\배출\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8)과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환경부 2020)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에 세웠던 2030년 국가 감

축 목표(18년 대비 26.3% 감축)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배출량의 약 75%이다. 철강 부문의 경우, 부문 배출량의 

99% 이상을 배출하는 85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철강 부문을 포함하여 2030년 산업 부

문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0.4% 감축이다. 정부는 주요 공정별로 배출집약도 벤치마크를 기반

으로 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2021년 10월,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며, 상향 안이 확정될 경우 철강산업의 배출권 할당 목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l\\민관\파트너십을\통해\탄소중립\협력\추진\

2021년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주요 철강 기업,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린

철강위원회”를 출범5하였으며, 향후 신기술 개발과 생산구조 전환, 정보 공유 활성화, 정부 정책과제 발굴, 글로

벌 철강업계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원료 대체, 철스크랩 재활용 증대 등을 통한 순환 경제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 수소 저장 및 이송용 강재 개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1a). 

4.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5. 6개 철강 기업(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심팩)이 2021년 2월 3일에 탄소중립 공동선언 발표 

Ⅲ   국내 철강산업 및 주요 기업 현황  

1. 국내 철강산업 구조  

철강산업은 크게 철광석을 원료로 고로에서 선철을 생산하거나 철스크랩을 원료로 중간재를 생산하는 부문인 

상류 부문 그리고 중간재를 압연 등 가공을 통하여 최종 철강 제품으로 생산하는 하류 부문으로 구분한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류 부문은 포스코, 현대제철(이상 고로 제선 및/또는 전기로 제강), 동부제철, 

동국제강(이상 전기로 제강) 등 소수의 기업이 영위하고 있으며, 하류 부문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KD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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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철강산업의\생태계\구성\
출처:\KD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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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산업

한국에서 철강 제품은 주로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판매되며, 2018년 기준 위 3개 산업으로 출하되는 제품이 

전체 출하량의 약 78%이다(KDB 2020).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철강 제품은 그 외에도 전기/전자 산업이나 기계 제조업에 판매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요량 8,300만 톤 중 국내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양은 5,300만 톤(63.9%),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양은 3,000만 톤(36.1%)이다. 철강 제품 총 수요량의 약 

88%가 국내에서 생산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강재가 주로 수출된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멕시코 

등이다.

[표\3-1]\국내\철강\제품\수요\추이\(단위:\천\톤,\%)

구분 2017 2018 2019

수요 합계 87,982 (100.0) 84,150 (100.0) 83,605 (100.0)

국내 수요량 56,314 (64.0) 53,710 (63.8) 53,226 (63.7)

수출 수요량 31,668 (36.0) 30,440 (36.3) 30,379 (36.3)

[표\3-2]\국내\철강\제품\공급\추이\(단위:\천\톤,\%)

구분 2017 2018 2019

공급 합계 87,982 (100.0) 84,150 (100.0) 83,605 (100.0)

국내 생산량 77,073 (87.6) 75,211 (89.4) 73,561 (88.0)

해외 수입량 10,090 (12.4) 8,939 (10.6) 10,044 (12.0)

* 국내 수요량+수출 수요량 = 국내 생산량+해외 수입량(단, 수입은 반제품 제외)
출처:\한국철강협회,\KDB\2020에서\재인용

원자재 조달

철강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고로-전로 방식의 경우 철광석과 코크스용 유연탄이고, 전기로 방식의 경우 철스크

랩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며, 철스크랩은 2021년 기준 약 78%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철광석은 2019년 기준 약 7,560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72.6%로 가장 높고, 브라질

(13.3%), 남아공(6.7%), 캐나다(4.7%)가 그 뒤를 잇고 있다(KDB 2020). 코크스용 유연탄의 경우 2019년 기

준 약 2,260만 톤을 수입하였는데,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43.8%, 러시아가 20.9%, 캐나다는 19.7%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9, 아래 그림 10 참조). 

l\\철스크랩(고철)\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철스크랩의 총량은 2019년 기준 2,900만 톤이며, 이 중 국내에서 조달된 양이 2,270

만 톤(전체의 78.3%)이고 나머지 약 600만 톤(약 21.7%)은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 수입한다(한국철강협회 

2020b). 국내 발생 스크랩은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철강재 소비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공 손실 

스크랩, 철강재가 포함된 최종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으로 구분된다. 철강 공정 내에서 발생하

는 스크랩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으며, 제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합금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품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 

72.6%

43.8%

시20.9%

19.7%

9.0%

13.3%

6.7%
4.7%

철광석 유연탄

[그림10]\철광석\및\코크스용\유연탄\주요\수입국
출처:\한국철강협회,\KDB\2020에서\재인용

[그림11]\철스크랩\유형별\발생원과\특징\
출처:\한국철강자원협회

철

강 � 생 위조강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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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 생위/생원 생( 가 )

� � �강 량 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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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강 생산 규모와 추이 

우리나라 조강 생산능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코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

광양제철소 건설 등)로 인해 연간 약 4,0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

국이 철강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면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조강 생산능력은 연간 약 6,000만 

톤 수준이었는데, 현대제철이 2013년에 당진 제철소를 완공하면서 연간 약 9,000만 톤이 되었다.  

20

40

60

80

100

생산 강 출 생산

( 만t)

광( 만t)

광( 만t)

철( 2 만t)

2 2 2 2

(단위 백만t) 스

생산량 생산

[그림\12]\국내\조강\생산능력\증가\추이\\
출처:\매일경제신문\2016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은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신 증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연간 약 7,000만 톤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조강 생산량은 6,700

만 톤으로 하락하였다. 국내 총 조강 생산량 대비 고로-전로강의 비율은 2011년 61% 수준이었는데, 현대제철

이 고로 총 3기를 보유한 당진 제철소를 완공한 2013년 이후 약 69%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는 67~6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8.5
69.1

66.1

71.5

69.7
68.6

71

72.5
71.4

67.1

단위 백만t

[그림\13]\국내\조강\생산량\추이(2011~2020)\
출처:\한국철강협회\2020

[그림\14]\국내\고로-전로강\대\전기로강\비율\추이(2011~2020)\
출처:\한국철강협회\2021b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1.5 62.4 61.0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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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37.6 39.0 33.8 30.4 30.7 32.9 33.4 31.8 31.1

- 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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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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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철강 제품과 수요처 

국내 주요 철강 제품 생산 현황  

2019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중 열연강판의 비율은 22.60%(주로 건설자재자동차 소재용으로 사

용)이며, 봉형강(13.91%)과 철근(12.64%), 냉연강판(12.32%), 중후판(12.12%), 용융 아연도금 강판(10.38%)

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 6개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 중 약 84%의 비율

을 차지한다. 그 외에 선재, 강관, 전기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 등도 생산된다.  

[표\4]\2019년\국내\철강재\생산량\및\용도\(단위:\천\톤,\%)

제품 생산량(천 톤) 구성비(%) 주요 용도

열연강판 17,767 22.60 자동차·건설자재, 냉연강판·강관 등 소재

봉형강 10,937 13.91 공장·건물·교량 등 기초공사용 소재

철근 9,938 12.64 토목·건축 구조용 소재

냉연강판 9,687 12.32 자동차·전기전자 제품 자재, 아연·주석·크롬 등 도금강판 소재

중후판 9,524 12.12 선박·교량, 각종 산업기계 등 소재

용융아연도강판 8,161 10.38 토목, 건축, 자동차·전기 설비 등 소재

강관 4,649 5.91 보일러, 열교환기용·배관용 탄소강 등 소재

선재 3,471 4.42 조립금속 제품,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용,일반기계 및 건설용 등 소재

컬러강판 2,235 2.84 건축 내·외장재 및 가전용 소재

전기아연도강판 1,635 2.08 가전제품, 컴퓨터, 사무기기, 위성수신기, 안전펜스, 자동차부품, 모터커브 등 소재

석도강판 606 0.77 금속 식품용기 및 병마개 소재

합계 78,610 100.00

* 음영 표시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 중 생산량 비중이 10% 이상인 제품군 
출처:\한국철강협회\2021b\

열연강판은 주로 고로-전로 공정6을 통해 생산한 반제품인 슬라브를 고온에서 압연하여 생산하며, 자동차, 건

설자재 및 냉연강판, 강관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하여 생산하며, 두

께가 얇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의 자재 및 아연주석크롬 등의 도금강판 소재로 사용된다. 

후판은 고로-전로 공정에서 나온 슬라브를 압연하여 생산된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주로 선박과 

교량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철근은 철스크랩을 전기로에서 녹여 제조한 반제품인 빌렛을 가열압연하여 

가공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가늘고 긴 철강재이며, 봉형강 역시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H, I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공장, 건물, 교량 등의 기초공사용 소재이다(KDB 2020). 위 주요 제품군들을 그 중간재 및 생산 공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5]\반제품\조강\기술별\철강\제품군\분류

조강 기술 반제품 최종 제품군

고로-전로 공정

(철광석 환원)
슬라브 열연강판, 후판, 선재,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전기강판, 석도강판 

전기로

(철스크랩 투입)
빌렛, 블룸 봉형강, 철근, 강관 및 기타(합금철, 특수강 등)

주요 수요 산업 비중과 특징 

2019년 기준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산업은 건설(30.6%), 자동차(27.7%), 조선(19.7%) 순이며, 전기

전자, 조립금속, 일반기계 산업에서도 철강 제품이 사용된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철강 제품의 수요 증가

를 주도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으로, 전체 철강 제품 출하량 중 이들 산업에 대한 출하 비중이 각각 

5.2%p, 3.3%p 증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전 세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산업에 대한 출하 비

중은 약 5.2%p 하락하였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철강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의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표\6]\국내\철강재\출하\실수요\산업별\비중\(단위:\%,\%p)

구분 2010 2019 증감(%p)

건설 27.3 30.6 +3.3

자동차 22.5 27.7 +5.2

조선 24.9 19.7 -5.2

전기전자 4.2 5.6 +1.4

조립금속 8.4 5.3 -3.1

일반기계 3.4 3.1 -0.3

기타 9.2 8.1 -1.1

합계 100.0 100.0 -

출처:\한국철강신문\2020\\

6.  전기로 열연강판의 경우, 고로-전로 대비 품질이 떨어지고, 전기요금과 철스크랩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국내 모든 기업이 사업에
서 철수하였음(머니투데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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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현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의 90.6%,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포스코와 현

대제철의 사업 현황과 전략, 주력 제품과 타깃 시장, 투자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포스코 

▶ 사업 현황 

포스코는 196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일관제철 기업으로 연간 약 4,700만 톤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조강 생산량 기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철강회사이다. 포스코가 속한 포스코 기업의 

2020년 기준 총매출액은 57조 원으로, 이 중 철강 부문이 50%를 차지하고, 무역(34%), 건설(11%), 기타(5%)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포스코의 주식은 한국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7.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각각 단일 사업장 기준 생산량이 전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제

철소로 포스코 조강 생산능력의 90%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그 외에도 중국 스테인리스 공장, 인도네시아 후판 

공장, 베트남 형강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포스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560만 톤, 제철소의 

조강 1톤 생산 시 배출되는 CO2 배출량(배출집약도)은 약 2.11ton-CO2/ton-steel이며, 2015년 이후 배출량

과 배출집약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5년 배출량 7,200만ton-CO2, 배출집약도 1.91ton-CO2/ton-

steel). 

▶ 중점 전략 방향

포스코는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1) 고수익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철강 사업의 경

쟁우위 확보, (2) LNG 생산유통 등 저탄소 에너지 성장사업 확대, (3) 배터리 소재(양극재 음극재)나 수소 생

산 판매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신사업의 적극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포스코 2021a). 또한, 포스코

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친환경 제철 프로세스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포스코 

2021b). 

포스코는 2030년에 그린 모빌리티와 저탄소 에너지 소재 사업으로 1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다. 특히 수소사업에서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 톤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생산-운

송-저장-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포스코 2021a).8

7.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포스코의 주요 국내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과 자사주(12.69%)이고, 해외 투자자(50.64%) 중 지분율 
5% 이상인 주주는 BlackRock Fund Advisors(5.23%)와CITIBANK.N.A(7.61%)이다.

8.  주요 관계사별 역할: 포스코(연료전지용 강판 개발, 부생수소 생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포스코인터내셔널(해외 수소 도입 사업), 포스
코에너지(수소 전용 터미널 구축 및 수소터빈 발전)

9.  세계 최초 개발 또는 Top 3 수준의 기술성과 경제성 확보 제품군(일반 제품 대비 이익률 10% 이상)으로 2019년 전체 철강 판매량 중 약 
25% 차지(’19년에 최초로 1,000만 톤 이상 판매) 

▶ 주요 철강 제품 구성과 특징 

포스코의 제품 중 냉연강판(주로 자동차용 강판으로 사용) 매출이 2019년 기준 총 16.5조 원으로 포스코 전체 

매출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가 전체 매출의 20.4%(10.1조 원), 열연강판 매출이 16.8%(8.3조 

원), 기타 후판이나 선재, 도금강판 등의 다양한 제품군이 나머지 29.3%(14.7조 원)를 차지한다. 냉연강판은 포

스코 전체 생산량 중 그 비중이 16.1%에 불과하나, 매출액 비중은 33.2%이며,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도 생산량 

비중(8.3%) 대비 매출액 비중(20.4%)이 2.5배 크다(아래 표 7 참조). 포스코 철강 제품의 55%는 한국 시장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수출되고 있다(포스코 2021b).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강판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전 세계 판매량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BMW, 벤츠, 폭스바겐, 르노닛산, 현대/기아자동차, 토요타, 혼다, 피아트, 포드, 푸조시트로엥 등을 포

함한 전 세계 상위 15개 자동차 제조사에 자동차용 강판을 판매하고 있다(CEO스코어데일리 2021).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은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판매되며, 초경량 고강도 프리미엄 강판의 경우 60~70%가 해외에 판

매된다.  

[표\7]\2019년\포스코\주요\제품군\비중\(단위:\천\톤,\억\원,\%)

구분 매출액 (비율) 생산량 (비율) 주요 용도

열연강판 83,669 (16.8) 8,739 (19.0) 강관, 조선, 기계/건축, 자동차 구조용

냉연강판 165,374 (33.2) 7,191 (16.1) 자동차 강판, 전자제품

스테인리스 101,347 (20.4) 3,850 (8.4)
자동차 배기관, 주방용품, 전자제품, 건자재,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LNG 저장탱크

기타 147,694 (29.6) 26,020 (56.5)

조선, 건축 및 중장비 구조용, 해양 및 풍력 구조용, 저장탱크,  

송유관(후판); 자동차, 건설 및 교량 건축 자재(선재);  

토목, 건축, 자동차자동차, 가전기기(도금)

합계 498,084 (100.0) 46,025 (100.0) -

출처:\포스코\2021b

자동차 강판은 포스코의 제품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최근 프리미엄 건축용 철강재와 함께 포스코의 

고부가가치 브랜드인 “World Top Premium(WTP)”9 제품군의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이다. 특히, 환경을 중시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전기차 관련 자동차용 제품(e-Autopos), 건물용 강건재 솔루션(Innovilt), 풍력

발전/연료전지/LNG수송선 및 탱크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용 소재(Eco energy) 브랜드를 확대 강화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포스코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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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비 투자

포스코의 2020년 사업보고서(포스코 2021b)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 사업에서 대대적인 신설 투자보다는 기

존 생산 설비 개수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생산능력 확충, 환경 개선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포스

코는 2020년에 광양 3고로를 개수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23년까지는 포항 6 코크스 공장 및 발전소를 신설하고(약 1.4조 원), 2024년까지 광양 4고로 개

수 및 포항 부생가스 발전소 성능 개선(약 1.2조 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생산라인 신설에 약 9,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소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광산 인수나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18년 3,000억 원, 호주 니켈 광산 '21년 2,700억 원 등). 

10.  H2 Green Steel(H2GS)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 제조 공법을 통해 2030년까지 연산 500만 톤 규모로 생산 계획
11.  호주 다국적 비영리단체 스틸 스튜어드십 위원회가 운영하는 철강 부문 최초의 ESG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 ArcelorMittal, US 
Steel, Tata Steel 등의 철강사와 BMW, Daimler, BHP 등 철강재 구매 기업들을 포함한 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최근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CO2 - free 철강재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ㆍ Volvo, 친환경 철강을 이용한 자동차 제조 

-   볼보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2021년부터 SSAB사의 친환경 강철을 사용한 최초의 콘셉트 카

를 제조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이를 확대하려고 한다.

 -   SSAB사는 2020년부터 고로에 사용되었던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무탄소에너지

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제로화한 자동차 강판 생산 프로젝트 (HYBRIT)를 진행 중이다

(H2GreenSteel, AB Volvo 2021). 

 ㆍ BMW, 녹색 기술 투자

 -  BMW그룹은 벤처캐피탈 BMW 아이벤처스를 통해 총 9억 달러의 투자금을 친환경 및 청정 기

술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Reuters 2021a).

 -  아이벤처스는 미국 Boston Metal의 무탄소 강철 생산 공정에 투자하여, 2030년까지 CO2 배

출량을 2021년보다 약 200만 톤 감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BMW Group 2021). 

 ㆍ Mercedes-Benz, ‘39년 공급망의 탈탄소화

 -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1년 5월 스웨덴의 철강 제조사 H2 Green Steel(H2GS)10의 지분을 인

수, 2025년까지 친환경 강재를 공급받아 세단 모델의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  벤츠는 ‘Ambition 2039’을 통해 2039년까지 공급망의 탈 탄소 달성을 목표로 협력사들이 탄

소중립을 선언하도록 했으며, 2021년 기준 협력사 85% 이상이 향후 탄소중립 제품만 납품하

기로 하였다(포스코경영연구원 2021, Daimler, Daimler 2021). 

 ㆍ 건설 등 타 업종 사례 (Steel Zero Initiative) 

 -  스틸제로이니셔티브는 비영리단체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와 철강재 인증 프로

그램인 Responsible Steel 이니셔티브11가 2020년 12월에 저탄소 철강 시장 확장을 위하여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  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 철강 조달 및 전환을 공식적

으로 발표해야 한다(The Climate Group, Responsible Steel). 

*  주요 참여 기업: BHC, Bourne Group, Grosvenor Britain & Ireland, Landsec, Lendlease, Mace Group, Multiplex 
Construction Europe, Ørsted, Severfield plc, WSP UK 등 (건설, 광업, 발전 업종 등) 

Box 2. 주요 철강 수요 산업 기업들의 저탄소 철강재 조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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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 사업 현황 

현대제철은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강 회사였다. 연간 2,400만 톤

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관계사이며, 조강 생산량이 2020년 기

준 세계에서 열 여섯 번째로 큰 회사이다. 현대제철의 2020년 매출액 규모는 18조 원이고(2020년 조강 생산량 

1,900만 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12.

 

현대제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당진에 총 3기의 고로를 건설, 연간 생산능력 1,200만 톤 규모의 열연, 후

판 생산 제철소를 완공하였고, 전기로 부문의 생산능력은 연 1,200만 톤이다. 당진 일관 제철소 외에 전기로를 

운영하는 인천, 포항공장을 포함하여 울산, 순천, 예산공장이 주요 생산 거점이다. 그 외에도 미국, 중국, 인도,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있는 해외스틸서비스센터에서 수입 냉연강판을 가공하여 현

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자동차용 강판을 판매하고 있다(현대제철 2021b).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3,010만ton-CO2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이 2019년 당진제철소 내에서 부생가스 발전소를 보유한 현대그린파워의 발전설비를 임차하여 

자가용 발전 설비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3.9% 증가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조강의 배출집약도는 1.58ton-CO2/t-steel13 수준이다. 

▶ 중점 전략 방향

현대제철은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 전략에서 핵심사업과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

다(컬러강판, 단조, 강관 사업 중단 및 매각).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친환경 수소차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당진

제철소에 수소 생산/공급 단지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소재 등 수소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2021a). 현대제철은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국내 철강 5개 기업과 함

께 철강산업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1a).  

▶ 주요 철강 제품 구성과 특징 

현대제철의 주력 제품은 건축용 봉형강과 냉연강판으로 이들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국내 시장에서 토목, 건축 구조물의 구조 재료로 판매되는 봉형강 생산량이 전체 대비 32.5%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며, 주로 자동차용 강판으로 판매되는 냉연 제품이 29.1%로 그 뒤를 잇고 있다(현대제철 2020). 

현대제철은 연간 980만 톤의 열연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용, 구조용, 강관용 등 산

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열연 제품이 냉연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 냉연 제품 생산능력은 연간 

700만 톤으로, 주로 자동차용 강판으로 판매되나,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의 외판과 내장재로도 사용된다. 연간 

500만 톤의 자동차 강판 생산량 가운데 80% 이상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용 강

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며 영업이익 기여도는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투데이 202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0).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연간 350만 톤의 후판을 생산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제품은 조선용, 해양구조용, 용접구조용, 송유관용, 압력용기용, 교량용 등 다양한 용도 판매되고 

있다. 현대제철 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내수 판매 비중이 매우 높다(비즈니스워치 

2020, 현대제철 2020).

현대제철은 고부가 제품 확대를 위해 건축/토목용 고내진성 강재(H-CORE)와 대형 규격 형강(RH+), 초경량 고

장력 자동차 소재(H-SOLUTION)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8]\2019년\현대제철\주요\제품군\생산\비중\(단위:\천\톤,\%)

구분 생산량 비율 주요 용도

봉형강 7,573 32.5 건축용 구조물 및 건설자재

열연강판 3,347 14.4 자동차 소재, 건축자재, 산업용 설비 

후판 2,630 11.3 조선, 토목 구조물 

냉연강판 6,772 29.1 자동차용 강판, 전기전자제품 등 

강관/기타 2,981 12.8 배관 파이프라인, 산업 설비

합계 23,303 100.0 -

출처:\현대제철\2020

▶ 주요 설비 투자 

현대제철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조강 생산 설비 투자보다는 기존 생산라인의 신증설이나 설비 개선 투자를 해

왔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주요 투자 사업에는 2020년 인천, 포항, 당진, 순천, 울산 등의 사업장에서의 

신/증설 투자(8,515억 원), 2017년~2019년 당진 일관제철소 소결로 환경저감 설비 개선(4,033억 원), 2019년

~2020년 해외 자동차 강판 가공 거점 구축(체코 403억 원)이 있다(현대제철 2021a). 

현대제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에도 생산라인의 증설이나 설비 개선 투자는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

될 예정이며(총 1.7조 원 규모), 멕시코 등 해외 생산 거점 확충이나 수소사업 진출을 위한 생산 설비 구축과 연

료전지 금속분리판 생산능력 확충(최대 2,500억 원 규모)을 위한 투자도 검토되고 있다(키움증권 2021). 12.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대제철의 최대 주주는 기아자동차(17.27%)이며,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합계 35.97%의 지분을 보유
한다. 그 외 현대제철의 5% 이상 보유 주주는 국민연금공단(8.10%)이다.

13.  현대제철의 2019년 조강 생산량은 2,156만 톤이며(World Steel Association 2020), 배출집약도가 포스코 배출집약도 대비 낮은 이유
는 전기로 조강 생산 비중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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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uy Clean 정책(공공부문 주도의 그린 스틸 조달 정책)  

-  미국 주정부들이 녹색제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청정 조달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Buy Clean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미국에서 구매되는 철강 제품의 20%는 정부 조달 물량으로, 위 제도는 주정부가 구매하는 제품

에 대한 친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공공 조달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환경 기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

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  콜로라도 주지사는 아스팔트, 시멘트, 철강을 포함한 건물과 도로에 사용되는 자재를 규제하는 

Buy Clean Act에 서명하였으며,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 Buy Clean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ㆍ  Buy Clean California Act

 -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7년 10월 16일 “Buy Clean California Act”, 일명 청정구매법을 입법

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최대 허용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자재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 법률은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주 정부가 일부 건설자재(철강, 판유리, 단열판 등) 

구매 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건설자재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위 제도는 정부의 기반시설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요구하며, 환

경성적표지(EPD)가 있는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Box 3. 미국의 그린스틸 조달 정책 추진 사례 

� � �단위� � � � � � / � �단위� � �� � �단위� � � � � � / � �단위� � �
[그림\15]\미국\청정구매법\도입\지역
출처:\환경산업기술원\2019,\RICS\2020,\Climate\Works\Industry\2021,\BlueGreen\Alliance,\Gibbes&\Sarah\2021,\
Rempher,\Audrey&\Victor\Olgyay\2021

Ⅳ   주요 철강사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비교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응하여, 전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도 탄소중립 추진 대

열에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 조강 생산량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포스코를 포함하여 상위 5위 권 내에 있는 기

업들14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2019년 조강 생산 상위 5개 기업 중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바오우스틸과 포스코의 탄소중

립 추진 현황과 전략을 아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집약도가 개

선되고 있는가? (2)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목표와 대상 범위 설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이 확보되었는가? (3)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가?

1.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증감 추세  

위 4개 회사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회사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에서 차이

가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2019년 배출량이 1억7,100만ton-CO2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배출량이 연평균 1.6%, 

배출집약도가 연평균 0.35% 감소하였다. 일본제철은 위 기간 동안 배출량이 연평균 1.29% 감소한 반면, 배출

집약도는 연평균 0.49% 증가하였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배출량이 연평균 2.67%, 배출집약도

가 연평균 2.52% 증가하였다(아래 그림 17 참조). 바오우스틸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집약도에 대한 정보를 외부

에 공개하지 않아, 배출 규모와 추세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21)가 바오

우스틸이 공개한 에너지 사용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와 조강 생산량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배

출 규모는 2019년 약 1억7,800만ton-CO2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탄소중립 선언 상위 5개 기업은 아르셀로미탈(’20), 바오우철강(’21), 일본제철(’20), HBIS철강(’21), 포스코(’20)이며, 전 세계 조강 생산
량 기준 상위 20개 사의 탄소중립 선언현황은 부록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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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추진 목표 수준  

분석 대상 4개 사는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선언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중기 목표와 경로는 서로 다르다. 

아르셀로미탈은 2020년 유럽 지역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

고, 2021년 8월에는 2030년까지 유럽 외 사업장의 배출집약도를 2008년 대비 25% 감축하고, 유럽 사업장의 

직접배출량은 35%까지 줄이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유럽과 유럽 이외 지역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한 

것은 실행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ArcelorMittal 2019, ArcelorMittal 2021b). 바오우스틸은 2023년 온

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에 2035년까지 배출량을 30%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

겠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uters 2021b). 

일본제철은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내 제철소의 배출량을 

2013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Nippon Steel 2021). 한편,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를 2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2019년 

평균 대비 20% 감축하고, 두 번째 단계는 2040년까지 이를 50%까지 감축하는 것이다(POSCO 2020). 아르

셀로미탈이 지역적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배출집약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일본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일본과 

한국 내 주력 사업장에서 배출 총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아래 표 9 참조). 

[표\9]\탄소중립\선언\4개\사\목표\설정\현황

구분 '30년 감축 목표 목표 유형 기준 연도 감축 목표 지역 범위 감축 대상 배출 범위 비고

Arcelor-Mittal 25%(35%) 배출 집약도 '18 전세계(유럽) Scope 1+2
'30유럽 배출총량 

30% 감축(scope1)

Baowu Steel 30%('35년) 미제시 미제시 미제시 미제시 '23년 배출 정점

Nippon Steel 30% 배출 총량 '13 일본 Scope 1+2

POSCO 20% 배출 총량 '17~'19 평균 한국 Scope 1+2
'40년 목표 

50% 제시 

출처:\ArcelorMittal\2019,\ArcelorMittal\2021b,\Reuters\2021b,\Nippon\Steel\2021,\POSCO\2020

위에서 살펴본 각 회사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개한 중기 목표 수준을 투명성, 포괄범위, 목표 수준 측면에서 비

교하여,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바오우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회사는 목표 설정의 

기준연도와 기준 배출량, 목표 유형,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나 기후행동

보고서 등 공식 발간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바오우스틸은 목표연도의 감축 목

표율 외에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목표의 유형이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배출량에 대한 정보도 제

공하지 않아 배출 현황과 목표 달성 성과나 진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적과 확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표\10]\4개\철강회사\목표\수준\비교\분석

구분 생산량 비율 주요 용도

Arcelor-

Mittal

●

기준연도, 목표연도, 목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과거 배출량 정보

공개(외부 검증) 

●

전 세계 전체 사업장 (철강 제조)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포함 

일부 제외 사업장 

(미국/이탈리아) 명시

◑

명확한 중기 목표 설정 

(2030년 글로벌 25%, 

유럽 35% 원단위 감축) 

Baowu

Steel

○

기준연도, 배출 정보 미제시 

n/a 

명확한 대상 사업장 

(지역/국가)와 배출 Scope 미제시 

n/a 

중기 목표 제시(35년 30% 감축), 

기준연도/범위 제시하지 않음

Nippon

Steel

●

기준연도(2013), 목표연도(2030), 

목표 유형(총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과거 배출량 정보 공개(외부 검증)

●

일본 사업장 대상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포함 

(일본 내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약 97%) 

◑

중기 감축 목표 제시 

(2030년까지 30% 감축)

POSCO

●

기준연도, 목표연도, 목표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과거 배출량 정보 

공개(외부 검증)

●

한국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을 

감축 대상으로 설정 한국 내 조강 

생산량이 전체의 약 90%

◑

중기 감축 목표 제시 

(2030년까지 20% 감축)

2040년 50% 목표 제시 

● :\High\\\\◑\:\Medium\\\\○\:\Low

출처:\ArcelorMittal\2021b,\Reuters\2021b,\Nippon\Steel\2021,\POSCO\2020,\저자\분석

[그림\16]\탄소중립\선언\3개\사\배출량\및\집약도\연평균\증가율('15~'19)

POSCO
(2.67%, 2.52%, 80)

Nippon Steel
(-1.29%, 0.49%, 94)

ArcelorMittal
(-1.60%, -0.35%, 171)

3.50%

3.50%

2.50%

1.50%

1.50%

0.50%

-0.50%
-0.50%

-4.50% -2.50%

-1.50%

le s e �배출량 배출 � 가

배출량� 가

�단위� � � � �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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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우스틸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감축 목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데 비해, 나머지 세 개 회사

는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배출량을 감축 대상 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개 회사 모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 전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수준 측면에서15 각 회사의 중기 목표의 수준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3.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구체적 추진 전략 

위에서 제시된 4개 회사 중 비교적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16\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구체적인 주요 감축 기술 수단의 구성과 실행 계획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 3개 회사의 구체적

인 탄소중립 전략을 살펴본다.

▶ 아르셀로미탈 

아르셀로미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기존 고로-전로(BF-BOF) 기반의 기존 제철 

공정에 탄소자원 순환형 혁신 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Smart Carbon Route”가 그중 한 가지 방식이며, 나머

지 전략은 기존 고로-전로를 대체하여 직접 환원 공정(DRI)을 기반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는 “Innovative 

DRI Route”이다. 

“Smart Carbon Route” 전략 

아르셀로미탈의 “Smart Carbon Route”는 기존 고로-전로 공정의 원료나 연료를 대체하거나, 공정 내 탄소자

원을 순환하고,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유럽의 

사업장들에서 이미 실행 중이거나, 실증 사업을 계획 중이다(아래 표 11 참조). 

15.  IPCC는 2018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순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2030년 전후로 배출량을 최대 절반
까지 줄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에 부합하는 국가 감축 목표 선언 

16. 바오우스틸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기반 혁신기술 도입이라는 선언적 내용 외에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 17.  DRI: Direct Reduction Iron, EAF: Electric Are Furnace

[표\11]\아르셀로미탈의\"Smart\Carbon"\전략\수단과\추진\현황

구분 생산량 주요 용도

Bio-coal 활용

(Torero)

폐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석탄으로 변환하여 

고로 공정 환원제로 투입, 유연탄 사용 절감 

벨기에 Ghent 사업장에 대규모 실증설비 구축 중 

('22년부터 가동) 

부생가스 활용 

연료/원료 

Carbalyst

고로에서 포집한 폐가스를 바이오 에탄올(연료)나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활용)

벨기에 Ghent 사업장에 대규모 실증설비 구축 중 

('22년부터 가동)

부생가스 기반 

환원제 투입 

(IGAR)

고로 폐가스로부터 일산화탄소(CO)와 수소(H2)를 

추출, 고로에 환원제로 투입하여 유연탄 (코크스) 

사용 절감(탄소 배출 원단위 20% 절감)

프랑스 Dunkirk 사업장 시범 실증 프로젝트 진행 중 

(2,000만 유로 규모)

부생가스 기반 

환원제 투입 

(COG 활용)

코크스 공정 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와 메탄을  

고로에 환원제로 투입하여 유연탄(코크스) 사용 

절감(연간 12만 톤CO2 감축)

유럽 대부분의 판재류 생산 사업장 실행 중

탄소 포집/저장

(3D)

공정 폐열을 활용, 저비용으로 고로 가스에서 

저압으로 수송이 용이하게 CO2를 포집,  

유럽 내 다수의 수송/저장 프로그램 참여 

프랑스 Dunkirk 사업장 포집기술 시범사업 진행 중 

('23 완료 예정)

출처: ArcelorMittal 2021a, 2021b

“Innovative DRI Route” 전략 

아르셀로미탈의 “Innovative DRI Route”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전로 공정을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

시킨 후 전기로 공정을 통해 조강하는 방식(DRI-EAF17)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

는 그린수소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고자 한다. 아르셀로미탈은 

그린 수소의 경제성과 조달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블루수소(CO2는 CCS로 저장)를 활용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로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르셀로미탈의 2021 기

후행동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사업장에서 수소 기반의 DRI-EAF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아래 참조). 

l\\독일\Hamburg\사업장\기존\DRI-EAF의\수소\환원\전환(~2025년)

유럽 유일의 기존 DRI-EAF 공정에서 기존 환원제인 천연가스를 천연가스 추출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2025

년까지 확보, 향후 그린수소 조달 여건 성숙 시 독일 북부 해상풍력 전력 기반으로 그린수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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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독일\Bremen\and\Eisenh ttenstadt\신규\수소환원\공정\구축(~2030년)\

연간 최대 200만 톤 규모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는 대규모 DRI-EAF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350

만 톤 규모의 제품 생산, 5,000만 톤CO2 감축 추진

l\\스페인\Sestao\탄소제로\제철소\구축(~2025년)\

그린수소를 활용,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 DRI 설비를 구축, 기존 전기로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제로 생산 모델 구축을 추진(철스크랩 투입증대, 전력

은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고, 스페인 정부와 1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포함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와 동시에 아르셀로미탈은 향후 그린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쉘, 미쓰비시 등의 기업들과 함부르크에 그린수

소 허브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지역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이 제시한 추진 전략 내에는 장기 감축 수단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중기 관

점에서 활용할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대규모 실증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 2030년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며, 기존 공정 혁신과 수소 기반의 직접 환원 공정 개발 등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다. 또한 아르셀로미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100% 그린 수소 기반의 제철 공정 등 미래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한 사업을 정부의 지원과 실행 여건이 갖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예: 스페인 Sesa zero 

carbon-emissions steel plant). 다만, 이러한 감축 전략 추진 계획이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럽 이외 사

업장에서의 계획은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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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아르셀로미탈\탄소중립\로드맵\
출처:\ArcelorMittal\2021b

▶일본제철 

일본제철은 2021년 3월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Nippon Steel Carbon Neutral Vision 2050”

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2030년까지는 주로 기존 고로-전로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소를 투입

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CCS)를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대형 전기로를 통한 고급 강

재 생산, 100% 수소만 사용하는 환원제철 생산, 그리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을 통한 탄소 상쇄 조치 등 다면

적 접근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한다.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고로-전로 공정 혁신 “COURSE50” 

일본제철은 2008년부터 고베스틸, JFE 등 주요 철강사와 함께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부터 추출한 부생 

수소나 일산화탄소를 고로에서 환원제로 사용하고, CCS를 통해 배출 가스 내 CO2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

을 개발하였다. 일본제철은 위 기술을 통해 기존 대비 30%의 CO2 배출량을 감축(수소환원 10% + CCS 20%)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2030년까지 위 기술을 주요 고로-전로 공정에서 대규모로 실증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기반의 획기적 감축 공정 기술의 다변화 

일본제철은 2030년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첫째, 대규모 전기로 기반의 고급 강재 생산, 둘

째, 외부에서 조달한 블루수소 기반의 COURSE50 기술 고도화, 셋째, 고로-전로 공정을 DRI-EAF로 대체하고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환원철을 생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l\\대규모\전기로\기반\고급\강재\생산\

기존 고로를 일부 전기로로 대체, 철스크랩과 직접환원철(천연가스로 환원)을 투입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과 도입을 추진(불순물 제거와 고로 대비 생산성 개선 기술 확보 추진) 

l\\블루수소\기반의\COURSE50\고도화\“Super\COURSE50”\

공정 내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수소를 활용하여 고로에서 유연탄 코크스 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환원 비중을 극대화하며, CCU 또는 CCS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l\\100%\수소\기반의\직접환원제철\공정\도입\

100%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직접 환원 DRI 공정과 전기로 공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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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일본제철\탄소중립\로드맵\
출처:\Nippon\Steel\2021

[그림\19]\포스코\탄소중립\로드맵
출처:\POSCO\2020

▶포스코 

포스코는 2020년 12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40년까지 50% 감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른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포스코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공정 운

영 효율 향상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다음 단계로 기존 고로 기반 신기술(“Hyper BF-BOF”)을 활용하여 배출량

을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포스코의 FINEX 공법에 기반한 100%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해 수소환원과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제철 공정을 구현하려고 한다. 

위에서 언급된 ‘고로 기반 신기술(“Hyper BF-BOF”)’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고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소환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로서 아래 세 가지 기술적 수단으로 

구성된다.

l\\고로-전로\공정\철스크랩\사용\확대\

전로에서 용선(Hot Metal) 대신 저가의 철스크랩을 다량 사용할 수 있는 ‘저 HMR(Hot Metal Ratio)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고, 향후 고로와 FINEX18 공정에서 철스크랩을 직투입하는 기술을 확

보해 5%를 추가로 감축하고자 한다. 

l\\기존\공정\기반\부분적\수소환원제철\확대

기존 고로 공정과 FINEX 공정에 수소가 함유된 부생가스(코크스오븐가스, FINEX 폐가스)를 투입하고 코크스

용 유연탄 사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해 제철 공정 배출량 중 최대 10%를 감축하고자 한다. 

l\\CCUS\도입을\통한\배출\감축\\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CO2 농도가 높아 포집에 유리한 FINEX 공정 부생가스에서 CO2를 분리하는 상용화 규모

의 CO2 포집 설비 실증을 완료하였고, 10년 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수소 투입 및 직접환원철(DRI) 제조 기술이 이미 적용된 자사 FINEX 공정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포

스코형 HyREX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위 공법은 기존 파이넥스 공정에 그린 수소를 투입하여 유동환원로에

서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로에서 직접환원철(DRI)를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항제철소 내의 유동환원로 2기(연간 생산량 150만 톤 및 200만 톤 급)의 수소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향후 10~20년 이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기존 고로 설비를 HyREX 설비로 2050년까지 단계적

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  포스코가 개발한 제철 공정으로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투입하지 않고, 유동환원로와 용융로라는 설비를 통해 용선(쇳물)을 
생산한다. 파이넥스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수소(H2) 25%와 일산화탄소(CO) 75%를 환원제로 사용한다. 

Baseline
(2017~2019 Average)

Smartization

Partial H2

reduction
Scrap

(Low-HMR)
CCUS

78.8

Hydrogen
Based

Steelmaking

2050

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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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계철강협회  

-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선도적 기업

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에 대해 시장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철 공정의 전환을 위해서 소요되는 투자금의 금융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해외] 아르셀로미탈 

-  공정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과 규제에 대한 균등한 부담을 통해 무역 경쟁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  풍부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 

 현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소 등의 핵심 연/원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정 지원: 

 탈탄소화를 위해 소요되는 총 자본비용(CAPEX)의 50% 이상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내] 그린철강위원회 - 철강산업계 (’21.2)

-  그린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부생가스를 활용한 수소사업의 지원, 수소환원제

철 등 혁신기술 개발과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포스코 

-  2050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간 370만 톤의 그린수소와 3.7GW 규모의 재생에

너지 전력 공급이 필요하므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Box 4. 철강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동향  

출처:\World\Steel\Association\2021a,\ArcelorMittal\2020,\포스코\2021a,\산업통상자원부\2021a

Ⅴ   마무리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2018년에 약 1억 톤(산업 부문의 3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제조업 평균보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배출한다.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연간 약 7,000만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재에 

대한 총수요 중 국내 수요의 비중은 64%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출하되는 제품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조강 생산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기업으로, 우리나라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66.8%를 배출(75.6백만 ton-CO2)한다. 포스코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용 냉연강판으로 그 판매로 

인한 매출이 2019년 전체 매출의 약 33.2%이고, 폭스바겐, 토요타를 포함한 전 세계 상위 15개 자동차 회사가 

냉연강판 관련 주요 고객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 조강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기업이며, 

2020년에 온실가스 3,000만ton-CO2를 배출(철강 부문의 25.0%)하였다. 건축용 봉형강(32.5%)과 자동차용 

냉연강판(29.1%)이 전체 생산량의 61% 이상을 차지한다. 현대제철은 연간 500만 톤 생산되는 자동차 강판 중 

80% 이상을 계열회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판매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2021년 10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코크스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고로-전로 공정를 모두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포스코는 

2020년 12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40년까지 50% 감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 부문 6개 기업도 

2021년 2월에 2050 탄소중립을 공동 선언하였다. 

철강산업은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1.5도 목표를 준수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린수소에 의한 수소환원철 생산 등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들은 존재하나, 철강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저탄소 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철강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나 기준을 제정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나 공공사업에서 조달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 정부들이 철강 제품의 20%를 구매하는 공공 조달 물량에 대해 친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 조달 참여 업체들이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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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그린수소로 수소환원제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유통경로가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포스코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가 연간 370만 톤 필요하고 그 생산을 

위해 약 3.7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걸림돌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유통망 개선 및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회사들의 노력과 대비도 필요하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 다른 회사에 비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아르셀로미탈은 대규모의 실증 사업과 후속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탈탄소 

기술들을 특정 사업장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실증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5년 이내에 이러한 기술들을 

현실화해서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는 2030년까지 기존 공정에서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제철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역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이에 부합되는 목표와 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시장의 지원과 감시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요소들과 함께 수소환원 기술 등 탈탄소 철강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Appendix

[부록\1]\생산량\기준\상위\20개\철강\기업\및\탄소중립\선언\현황(단위:\백만\톤)

구분 국가
2020년 
생산량

2019년  
생산량

2020년 
순위

2019년 
순위

탄소중립 
선언여부

China Baowu Group 중국 115.29 95.47 1 2 O

ArcelorMittal 룩셈부르크 78.46 97.31 2 1 O

HBIS Group 중국 43.76 46.56 3 4 O

Shagang Group 중국 41.59 41.1 4 6 X

Nippon Steel Corporation 일본 41.58 51.68 5 3 O

POSCO 한국 40.58 43.12 6 5 O

Ansteel Group 중국 38.19 39.2 7 7 X

Jianlong Group 중국 36.47 31.19 8 8 X

Shougang Group 중국 34 29.34 9 10 X

Shandong Steel Group 중국 31.11 27.58 10 11 X

Delong Steel Group 중국 28.26 26.81 11 N/R X

Tata Steel Group 인도 28.07 30.15 12 9 O

Valin Group 중국 26.78 24.31 13 13 X

JFE Steel 일본 24.36 27.35 14 12 O

Nucor Corporation 미국 22.69 23.09 15 14 O

Hyundai Steel 한국 19.81 21.56 16 15 O

Fangda Steel 중국 19.6 15.66 17 20 X

IMIDRO 이란 18.90 16.79 18 16 X

Benxi Steel 중국 17.36 16.18 19 19 X

Liuzhou Steel 중국 16.91 14.4 20 25 X

출처: World Steel Association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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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3개\철강회사의\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집약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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