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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자급 사업에 4조원 투자 승인
유럽이 배터리 생산 자급을 위해 전폭적인 투

17개 기업이 참여하는 32억 유로 규모의 1차 배

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EU집행위는 유럽

터리 부문 IPCEI를 승인하여 범유럽 배터리 생태

배터리혁신(Europe Battery Innovation) 사업

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021년 1월에는 1차

에 대한 29억 유로 지원을 승인하였다. 해당 사

IPCEI를 보완하는 배터리혁신사업을 추가적으로

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과

승인하기에 이른다.

42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유럽 공동이익

이 사업은 배터리 가치사슬을 4단계로 구분하

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여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가치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통해

사슬 4단계는 배터리 원자재 및 재료, 셀 및 모듈,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발족한 유럽배터

시스템,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테슬라, BMW, 피

리동맹(Europe Battery Alliance), 2019년 승인

아트 크라이슬러 등 단계별로 총 42개 기업이 지

된 배터리 부문 1차 IPCEI 사업의 연장선에 있

원금을 받을 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약

다. 배터리 원자재 및 재료, 배터리 셀 및 모듈,

300개의 협력사업을 포함할 정도로 협력에 방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

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기업 간 협력사업 외

리 가치사슬 전 주기에 대한 연구 및 혁신 지원

에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등 150

이 골자이다.

개 외부 조직의 참여로 수행되는 협력사업이 포함

유럽은 기술 혁신, 경제 및 시장 잠재력, 사회

되어 있다. 지원금은 29억 유로 수준이나, 집행위

및 정치적 중요도 등 3대 기준에 따라 핵심산업을

는 이 공공투자가 약 90억 유로의 민간투자를 유

선정하여 유럽 내에 독자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하

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자 한다. 이것은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매년 전기차 600만대에 해당하는 배터리 생산

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으로 유럽은 현재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라는 포괄적 산업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러한

셀을 2025년부터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유럽의 산업발전 전략 내에서 배터리 부문은 특별

다. 지속적인 배터리 관련 개발 이니셔티브로 배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2017년 유럽배

터리 생산의 대외의존도 축소는 물론 유럽의 산업

터리동맹 발족과 2018년 액션플랜을 통해 원료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보, 가치사슬 구축, 연구 혁신을 통한 산업 리더

기대한다.

십 강화, 고숙련 인력 개발 등 지원 분야를 명시하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euters.

였다. 2019년에는 프랑스의 주도로 유럽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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