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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연료전지차 판매 증가에 박차
도요타는 작년 12월 9일 신형 연료전지자동차

MIRAI의 발매를 계기로 2019년 2,500대 수준이

(FCV) MIRAI를 발표, 일본내 판매를 시작하였

던 FCV 판매량을 향후 연간 3만대 수준으로 끌어

다. 이는 동사의 최신 기술을 총투입하여 6년여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도요타의 FCV 보급확대를

에 걸친 혁신의 결과로 만든 야심작이다. FCV는

위한 최대의 과제는 현재 일본내 135개소에 불과

연료로서 적재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한 수소연료 충전스테이션 확충 등 관련 인프라의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자

정비이다. 수소스테이션 정비에 가장 큰 걸림돌

동차이다. 주행 중에는 물(水)만 배출시키고, 승

은 가솔린스탠드의 5배 이상 소요되는 건설비(고

용차의 경우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

정형 5억엔)이다. 수소용 고압가스탱크나 파이프

능한 궁극적인 친환경차(에코카)이다. 도요타는

에 특수한 금속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2014년 세계 최초로 양산

운영비도 연간 3,000만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형 FCV인 초대 MIRAI를 발매한 바 있다. 신형

FCV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가솔린스탠드와 수

MIRAI는 연료전지의 효율 10% 향상, 탑재 수소

소스테이션 동시 건설 등 규제완화나 기술혁신으

탱크를 3개(종래 2개)로 늘려 수소탑재량을 20%

로 건설비를 2억엔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증가시켜 항속거리를 850킬로(종래 모델은 650

한 수소연료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수소스테

킬로)로 늘렸다. 퓨어셀스택을 구성하는 셀의 셜

이션 등의 인프라 정비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나 공법을 변경시켜 1셀당 생산시간을 수십분

도요타는 승용차 이외에도 트럭 등 상용차, 철도,

에서 수초로 단축시켰다. 플랫폼(차대)을 쇄신함

선박, 산업용발전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

으로써 주행성능이나 승차감도 향상시켰다. 차량

이 큰 FC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소수요 증대에 나

가격은 세금포함 710만엔(30만엔 인하)이나 일

설 방침이다.

본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면 570만엔에 구입이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실질 제로)를 선언한 바 있고, 고이케
(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2030년까지 가솔린엔

연료전지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

진 전용차의 도내 판매중지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인프라의 정비가 과제

탈엔진차의 개발과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정
부 및 기업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형 MIRAI는 일본 국내 이외에 북미나 유럽
에서도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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