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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대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이
차전지업체들은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저마다 가격경쟁력
과 충전 및 주행시간을 개선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내는 리튬전지 관련 기술개발의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데다 정부가 리튬전지 응용기기의 보급목표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지 않아, 중대형 리튬전지에 대한 정책대응이 부족하였다. 리튬전
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리튬전지 사용기기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급기업 간의 동반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용, 로봇용, 전동공구용, 전력저장용, 의료용,
초소형 기기용 등 각각의 응용기기 특성 및 보급시기에 따라 리튬전지의 개
발방향도 다양하게 접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리튬전지의 제조-소
재 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극재 부문에서는 기업
간 협업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에서는 협업 성공사
례가 거의 없었다. 셋째, 리튬전지 관련 전문인력의 대폭적인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학에서는 전기화학분야의 교육생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리튬전지의 개발 도중이나 완료 시에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평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기술 및 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아
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 선점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1. 머리말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대전이 치열

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이
차전지업체들이 향후 전기자동차 시
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차전지 개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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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각
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차전지 투자계
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업체가 활발하
게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의 이차전지업체
들은 저마다 가격경쟁력과 충전 및
주행시간을 개선해 시장 장악력을 높
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
히 리튬이차전지는 저탄소사회 실현
을 위해 녹색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요 관심사항
<표 1>

이었던 각국의 리튬이차전지 육성정
책을 면밀히 파악한 후 우리나라 리
튬이차전지 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리튬이차전지의 개념과 시장현황
이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
차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저장(充電)
했다가 반복사용(放電)할 수 있는 전
지를 말한다.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가운데, 전력저장이나 자동
차 등의 에너지 활용에 사용되는 이
차전지는 납축전지, NaS(황화나트
륨)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

리튬이차전지의 특성
내용

장점

-

에너지밀도 매우 높다.
충방전 에너지효율이 극히 높고, 자기방전이 적다.
충방전 반응 시 전극에 이물질이 없어 수명이 길다.
급속 추방전이 가능하다.
대용량 축전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과제

-

현재보다 더욱 더 저가격화, 고성능화가 필요하다.
유기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과방전 및 과충전에 약하다.
높은 발열이 전지 열화를 가속화한다.

코스트,
수명

- 현재 중대형은 제조비용이 높으나, 기술혁신으로 비용절감추세이다.
- 현재 기술로 수명을 약 3,500사이클(약 10년)로 늘릴 수 있으나, 2020년 정도에는 15
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구조

- 음극은 탄소재료, 양극은 리튬함유 금속산화물, 전해액은 유기전해액을 사용하며, 상온
에서 작동하는 축전지

용도

- IT용, 전기자동차용, 전력저장장치용 등에서 가장 각광받는 축전지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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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리튬이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엔,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휴대형기기용

77,259
(-11.0)

852,613
(10.3)

911,658
(6.9)

956,554
(4.9)

995,358
(4.1)

1,035,776
(4.1)

1,075,730
(3.9)

민생용 이외의
중소기기용

183,831
(-9.8)

215,893
(17.4)

259,405
(20.2)

285,495
(10.1)

305,394
(7.0)

325,603
(6.6)

354,502
(8.9)

산업용

5
(-)

140
(2,696.1)

2,494
(1,684.1)

8,830
(254.0)

32,048
(263.0)

97,424
(204.0)

299,493
(207.4)

자동차용

15,563
(-)

26,302
(69.0)

73,581
(179.8)

220,743
(200.0)

552,348
(150.2)

1,104,998
(100.1)

1,326,326
(20.0)

합계

972,658
(-9.3)

1,094,947
(12.6)

1,247,138
(13.9)

1,471,622
(18.0)

1,885,148
(28.1)

2,563,801
(36.0)

3,056,051
(19.2)

자료 : 矢野

究所(2010.10).

지 등이다.
이 중에서 리튬이온전지는 경량화,
콤팩트화, 고밀도화 등에 가장 유리하
여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
다. 리튬이차전지는 크게 리튬이온전
지(Lithium-Ion Battery, LIB)와 리
튬이온 폴리머전지(Lithium-Ion Polymer
Battery, LPB)로 구분한다. 리튬이온
이차전지(LIB)는 1991년 소니에너지

<표 3>

테크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며, 리튬금
속을 음극에 도입하는 경우 야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카본음극을 사용함으
로써 해결한 가장 각광받는 환경친화
적인 차세대 이차전지이다.
한편, 세계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리튬전지의 시장이 크게 확대되
어, 2009년 9,727억 엔으로 세계 이차

리튬이차전지의 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분기

2010. 2분기

산요

24.2

21.3

21.3

22.4

20.2

20.7

20.2

소니

13.3

14.5

14.6

14.8

12.1

11.1

10.9

파나소닉

10.2

8.6

7.3

5.7

6.4

6.6

6

삼성SDI

10.9

11.6

13.3

15.1

18.4

20.5

21.3

LG화학

6.5

6.8

8

6.8

13.1

16.2

18.2

자료 : II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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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5년
에는 3조 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IT기기 수요의 회복과 융·복합화, 하
이브리드 자동차(HEV) 및 에너지
저장 등 새로운 응용분야의 확대로
지속적인 시장창출과 투자확대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경쟁 구도는 한·일 양국 업체
가 이차전지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이 저돌적으
로 추격하기 시작하여, 2010년 2분기
부터 삼성SDI가 세계 1위의 시장점유
율을 확보했다. 향후 일본 업계의 상
당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
며, 경쟁재편의 결과로 한국 업계를
비롯한 소수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국의 리튬이차전지 육성정책
(1) 일본의 리튬이차전지 산업정책
일본의 리튬이차전지 산업정책으로
는 우선 ‘연료전지 자동차용 리튬전
지’ 및 ‘계통연계 원활화 축전시스
템’
의 기술개발 정책을 들 수 있다.
1992년부터 시작한‘분산형전지 전력
저장 기술개발 프로젝트’
는 2001년에
종료했고, 2002년부터는 자동차 용도
에 필요한 ‘연료전지 자동차용 리튬
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가속·고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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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에 방전을 통해 출력을 높여주
고, 감속 시에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충전할 수 있는 고성능 이차전지가
필수로 부착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입출력의 밀도 향상, 장기 수명
화 실현, 경량화, 콤팩트화 등의 조건
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리튬이차전
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계통연계 원활화 축전시스템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이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
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출력변
동 억제를 위해 고성능, 저비용, 장수
명의 축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
개발’
을 들 수 있다. 「차세대 자동차
용 전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경제산
업성, 2006.8)에서, 탈석유를 지향하
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에 반드시 필
요한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 개발을
위한 산·관·학의 새로운 제휴체제 및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이는 2030년까지의 장기 전략으로
서 ① 2010년 목표의 용도제한형 커뮤
터용 전기자동차 및 고성능 하이브리
드 자동차(HEV)를 양산할 것을 목
표로 하는 개량형 이차전지 개발단계,
② 2015년 목표의 커뮤터형 전기자동
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의 양산화를 목표로 하는 선
진형 전지 개발단계, ③ 2030년 이후
목표인 전기자동차의 본격 양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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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의 이차전지 관련 주요 R&D 프로젝트
내용

혁신형 축전지 첨단과학
기초연구사업

전지의 반응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혁신형 축전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기술 확립을 목표로 함.

계통연계 원활화
축전시스템 기술개발

대규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에서 안정적 균질의 전력을 얻기 위해 전
력저장장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

축전 복합시스템화
기술개발

태양광발전 등 소형분산형 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축전지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함.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전기자동차에 조합했을 경우
축전지와 이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술

차세대 자동차용 고성능
축전시스템 기술개발

고성능, 저비용의 축전지 및 그 주변기기를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실
용화 및 조기보급 실현을 목표로 함.

차세대 축전지 재료평가
기반기술개발

새로운 축전지 재료의 성능이나 특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재료업계와 전지업계의 조정기간
단축이나, 평가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축적에 의한 차세대 축전지의 조
기개발에 기여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2010.5).

목표로 하는 혁신적 전지 개발단계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량,
선진, 혁신의 3단계를 통해 전기자동
차용 전지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2007년에 ‘차세대자동차용
고성능축전시스템 기술개발’
, 2009년
에‘혁신형 축전지 첨단과학기초연구
사업’
을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로 추가
했다.
차세대 자동차용 고성능 축전시스
템 기술개발(Li-EAD, 2007~2011
년)은 ① 2015년까지 요소기술 개발,
② 2030년 이후의 혁신적인 차세대기
술 개발, ③ 이차전지 성능평가, 수명
진단, 반응 메커니즘의 해석기법 등을
개발하는 기반기술 개발의 3분야 연
구개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혁신형 축전지 첨단과학 기

초연구 사업(2009~2015년)은 ① 기
존 축전지의 새로운 안전성 등의 신
뢰성 향상, ② 가솔린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주행성능을 가진 전기자동차
용 축전지의 기초기술을 확립하는 것
이다.

(2) 미국의 리튬이차전지 산업정책
미국은 2008년 8월 에너지성(DOE)
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용의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
는 새로운 프로그램인‘응용전지연구
프로그램(ABR : Applied Battery
Research)’
을 추진하였다. 이의 주된
과제는 전지 셀의 재료개발, 전지 수명
연구 및 전지 안전성의 3개 분야이다.
그 후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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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관련 DOE의 지원현황(2009년 8월 시점)

업계

지원액
(백만 달러)

내용

Johnson Controls, Inc.

299.2

Ni-Co 배터리 셀, 분리막 제조

A123 Systems, Inc.

249.1

인산철 양극, 셀, 모듈 제조

KD ABG MI, LLC

161

리튬이온전지 제조

Compact Power, Inc.(LG화학)

151.4

리튬폴리머 이차전지 제조(GM에 공급)

EnerDel, Inc.

118.5

리튬이온전지 제조

General Motors Corporation

105.9

LG의 전지셀로 PHEV에 탑재하는 전지팩 제조

Saft America, Inc.

95.5

산업, 농업, 국방용의 리튬이온 셀 제조

Exide Technologies

34.3

첨단 납축전지 제조

East Penn Manufacturing Co.

32.5

첨단 납축전지 제조

자료 : DOE(2009).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탈석유·에너지 절약의 차세
대 자동차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에서는 2015년까
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를 100만 대 도입하고, 2025
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
소비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 DOE에서는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관한 새로운 정
책인 리튬이온전지 재료 개발 및 제
조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또한 친
환경에너지 정책으로서 리튬전지 관
련의‘스마트그리드 투자그랜트 프로
그램’및‘스마트그리드 실증 프로그
램’
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4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미국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산업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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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작업을 착수했다.
2009년 8월 DOE는 미국 재생·재
투자 법안(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일환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전지
재료 등의 각 업계와 전지 리사이클
회사, 대학, 전기자동차 시범도입 단
체 등에 모두 24억 달러의 자금지원
을 발표했다.
그중 15억 달러는 이차전지 및 전
지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
하는 기업이나 이차전지의 리사이클
능력을 확대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
했다. 우리나라의 LG화학도 미국에
현지 투자하여 지원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국토가 넓어 주행거리
가 길고, 충전 인프라 정비가 원활하
지 못해, 전기자동차보다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을 선도할 것

우리나라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전략 평가와 향후 과제

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리튬전지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리튬이차전지 산업정책
중국은 1998년 리튬이온전지의 자
동차용 개발이 결정되었고, 2001~
2005년의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리
튬이온전지의 연구개발이 강화되었다.
소형·민생용에서 선행하고 있는 코발
트계보다 코스트나 안전성 면에서 뛰
어난 망간계의 양극 재료를 중점적으
로 개발하여, 2004년에 중국 첫 하이
브리드 차량용 이차전지로서 하이파
워 리튬이온전지가 개발되었다.
전기자동차 제조의 경우 2006년에
청진청원전동차량공사(天津淸源電動
公司)가 청진에 중국 최대의 전
<표 6>

기자동차 제조개발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BYD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본격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연구개발의 경우는 2009년 8월에
중국 과학원의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센터를 상하이에 설립하여 인산철계
양극재료의 리튬이온전지 연구를 시
작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첨단적 전기
자동차용의 요소기술을 개발해 나가
는 체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중국의 리튬전지 보급은 전기자동
차를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범모
델 도시 건설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의 실증시험 프
로젝트가 있는데, 2009년부터 북경,
상해 등 13개 도시에서 각각 1,000대

주요국의 대표적인 리튬전지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대표 R&D 프로젝트

일본

Li-EAD 프로젝트
차세대 자동차용 고성능 축전시스템 기술개발(2007~2011년)

미국

Freedom CAR 프로젝트
EV, PHEV용 리튬전지 기술개발

EU

ALISTORE 프로젝트
새로운 리튬전지 연구개발

독일

LIB 2015 프로젝트
자동차, 거치용 리튬전지 연구개발

중국

863계획에 의한 이차전지 개발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용도인 리튬이온전지, 니켈수소전
지 등 연구개발

한국

PHEV20용 리튬이차전지 개발 프로젝트
20마일 주행 가능한 PHEV용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소재·모듈·팩 개발을 목표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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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의 전기자동차 실증 시험을 실시하
고 있다.

(4) 유럽의 리튬이차전지 산업정책
유럽의 리튬이온전지에 관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2004~2008년에 실
시된 ‘나노분말과 나노복합 전극 및
전해질을 기본으로 한 첨단 리튬전지
에너지저장 시스템(Advanced lithium
energy storage systems : ALISTORE)’
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5
년간 587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유럽
의 16개 연구기관에서 약 50명이 참
가하였으며, 나노화학을 활용한 첨단
재료를 개발했다.
이와 같이 EU 차원에서 리튬전지
를 개발하는 이유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
다.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스페인을 중
심으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의 신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이 단기간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의 전력안정
화를 위해 대형 전력저장 장치가 반
드시 필요했다. 또한 잉여전력을 이웃
국가에 넘겨주는 시간대의 조절도 필
요했다.
EU 외에도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용 리튬이온전지에 관한 독자적인 산
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
전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
어‘LIB2015 프로젝트(2009.3~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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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는 고효율 및 저가격의
안전한 2세대 리튬전지를 개발하는
계획이며, 총액 4억 2,0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정부는
‘Electro-mobility 국가개발계획’을
결정(2009.8)하여, 전기자동차를 2020
년까지 100만 대 도입하고, 2030년
이후에 500만 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서 전기화학
분야를 강화하고, 과학적 검토 결과에
근거한 재료 및 전지 개발에 집중하
고 있다.

4. 우리나라 리튬이차전지 발전전략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리튬이차전지 정책 현황
우리나라 리튬전지산업은 LG화학
이 199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한국 첫 리튬이온전지의 대
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연이어 2000
년에 삼성SDI가 생산을 시작하여 대
기업 간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리튬전
지 소재분야에서 2002년 SKC가 리튬
폴리머 전해질에 특화하여 본격 생산
을 시작하여 시장을 개척하였고, 최근
에는 분리막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
한국은 리튬전지산업에서 선행하고
있는 일본을 시급하게 따라잡기 위해,
대기업 전지업계가 기술개발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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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동시에 정부도 2003년부터
‘차세대 기술개발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개발 프로그램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전
지 R&D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Mild
HEV용 고출력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기 간 : 2003.10~2008.9)는 35kW급
HEV용 고성능 LPB 제조기술 및 부
품·소재·핵심장비 개발을 추진했다.
Full HEV용 고출력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기간:2004.10~2009.9)는 50kW급
HEV용 고출력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개발을 목표로 했다.
PHEV10용 리튬이차전지(기간 :
2008.12~2013.9)는 16㎞ 주행 가능한
PH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제어운용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3년까지 LG화학, SK에너지, 현대
자동차 등이 PHEV용 이차전지를 공
동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이다. LG화
학과 SK에너지의 1단계 연구결과 평
가를 통해 1위 업체가 2단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경쟁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PHEV20용 리튬이차전지(기간 :
2008.10~2012.9)는 32㎞ 주행 가능한
PHEV용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소
재·모듈·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LG화학, SBLimotive, 현대차 등
이 20마일 주행용 배터리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사업’의 일환

으로‘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소재
개발’
을 삼성SDI를 중심으로 구성된
19개 기관의 컨소시엄에서 공동 추진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투자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사업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평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리튬전지업계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R&D지원
정책에 힘입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의 이차전지 생산국이 되었다. 소형
이차전지 및 중대형 전기차용 이차전
지의 최종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들이 신속히 대응했으며,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전지업체와 국내외 자동차업체 간 제
휴도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향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
할 중대형 리튬전지의 기초기술이나
인력양성 등 기반기술 정책은 미흡했
으며, 특히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용
분야는 R&D 등 선제적 대응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기업
들은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
발 완료하고 실증단계에 있으나, 국내
기업은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지 못
하여 이제야 개발단계에 들어갔다. 예
를 들어, 에너지저장용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정부 R&D지원이 전무했
으며, 2010년 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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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리튬전지 응용기기의
보급목표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지 않아, 중대형 리튬전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
책대응이 부족하였다. 그동안‘전기차
산업 활성화방안’(2009.10)이나 ‘스
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2010.1) 등
이 발표되었으나, 이의 핵심요소 분야
인 리튬전지 개발과 연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고성능·저가격의 수송용 리
튬전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에너
지저장 장치가 필수적이나, 구체적인
보급계획의 수요에 입각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대형 리튬전지의 기초소
재 기술이나 특성평가 및 인력양성과
같은 기반인프라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 수요와 연계한 저장장치의 개발
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국내 리튬전지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의 리튬이차전
지 제조기술은 최고 수준이나, 핵심소

<표 7>

국가별 리튬이차전지 기술수준 비교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제조 기술

100

100

50

30

부품·소재

100

50

40

40

원천 기술

100

30

10

80

자료 : 지식경제부(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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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원천기술은 선도국의 30~50%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단기간
의 산업화 지향의 연구개발로 생산기
술은 일본의 기술수준을 따라가고 있
으나, 부품소재 및 장비관련 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기 때문
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
해 핵심 부품소재와 장비 등을 수입
에 의존함으로써 제품의 성능향상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의 소재산업은
취약한 분야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
다. 양극소재와 분리막의 일부는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음극소재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차전지 소재의 실질 국산화율은 20%
미만으로, 전지 생산이 증가할수록 대
일 소재 수입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리튬전지의 기반기술인 소재 개발
기술이나 원료확보에 관한 보다 적극
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국내는 리튬전지 관련
기술개발의 기반 조성, 인력양성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하다. 산업구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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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전략 평가와 향후 과제

<표 8>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별 국산화율

4대 소재

국산화율

국내 생산업체 순위

양극소재

70%

① 한국유미코아

② L&F신소재

음극소재

1%

① 소디프신소재

② 카보닉스

분리막

25%

① SK에너지

②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전해액

86%

① 파낙스이텍

② 테크노세미켐

③ 새한미디어

자료 : 지식경제부(2010.7).

<표 9>

국내 리튬전지의 강·약점
강점

·리튬이차전지 제조기술 우수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양산화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강화
·국내의 높은 자동차 경쟁력
·HEV 개발 및 시범운용 경험
·강력한 정부의 정책 지원
·소형 리튬이차전지개발 경험 풍부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

약점
·기초연구 취약
·소재, 부품, 설비 등 주변산업 취약
·높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
·전문기술 인력 부족
·표준화, 규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
인 미흡
·대량생산 및 대면적 공정기술 부족

자료 : 산업연구원.

면에서 셀 제조업체를 정점으로 부품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폐쇄형 수직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후방 연
관산업 발전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기
반 부족과 산업계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로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선행기
술 지원이 미진한 편이다. 전체 전문
연구인력은 절대부족한 상황이며, 리
튬폴리머전지나 소형 연료전지 등 차
세대 전지에 대한 전문 연구센터의
부족도 장기적인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3) 발전 과제
첫째, 리튬전지 사용기기의 발전 속
도에 맞춰 수급기업 간의 동반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용, 로봇용,
전동공구용, 전력저장용, 의료용, 초소
형기기용 등 각각의 응용기기 특성과
보급시기에 따라 리튬전지의 개발방향
도 다양하게 접목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리튬전지의 제조-소재 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리튬전지는 산업특성상 특정 기업이
소재에서 완성품까지 모든 공정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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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생산할 수 없어 각 소재의 공
정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
황이다. 이로 인해 리튬전지산업은 소
재-완제품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소재산업 발전에 전지업체 역할이 절
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동안 양극재 부
문에서는 기업 간 협업이 일부 진행
되었으나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에는 협업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셋째, 리튬전지 관련 전문인력의 대
폭적인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차
전지산업의 급작스런 성장으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쟁기
업 간 기술인력 확보에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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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전기화학분야의 교육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다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재교육 등을 통해 인
력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튬전지의 개발 도중
이나 완료 시에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평가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
되나, 이에 대비한 국가적 검증 인프
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평가기술 및
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아직 설정되
어 있지 않아 표준시장 선점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