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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 연내 전고체전지를 장착한 전기차 제작에
성공할 듯
최근 차량용 액체형 리튬이온전지가 화재사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유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 확대·생산단가 인하 등 성능개선에 한계를

전지제조 공정이나 충돌 사고시 전지내부에 수분

나타냄에 따라 전고체전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 유입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화수소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전고체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

우려된다. 이를 제어하는 안전성 관련 기술개발이

에 있는 화재위험이 큰 액체전해질 대신 불가연

과제이다. 이 분야의 선두 개발업체인 도요타에는

성의 고체전해질을 사용하고, 전지냉각시스템을

300명의 연구진이 포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파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료

소닉과 작년 4월 1일 설립한 합작회사 PPES(각형

비 등 전지제조 공정상의 높은 비용과 안전성 확

금속관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를 중심으로 전고

보 문제가 전고체배터리 개발의 핵심 과제가 되

체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금년 중 전

고 있다.

고체전지를 탑재한 전기차(프로토타입)를 공개하
고, 2020년대 초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사 설립과 

일본의 유화물 고체전해질 개발과 관련하여 미쯔

화학소재 메이커와의 협업 강화

이금속이 연간 수십톤 규모의 생산설비 가동을 시
작(2020. 11)하였다. 이데미츠코산도 동 생산체

현재 전세계 기업별 전고체배터리 특허출원 건

제를 구축하고 금년 중 가동할 예정이다. 히다치

수(2011~2020)를 보면 10위권에 일본기업 6개

(日立)조선도 우주용 유화물 고체전해질 개발에

사, 한국기업 3개사, 독일기업 1개사가 포진하고

나서고 있다.

있다. 도요타(901건), 파나소닉(220건), 삼성전

전고체전지는 고급 전기차에서부터 보급되기

자(184건), 무라타(村田)제작소, 이데미츠코산(出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업체가 전고체전지

光興産), 후지필름, LG화학(132건), 현대자동차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사실

(119건), 보쉬, TDK의 순이다. 전고체전지에는

상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후지(富士)경제

산화물 계통과 유화물 계통이 있다. 산화물 계통

는 세계 전고체전지 시장규모가 2020년 34억엔

의 경우 일본의 무라타제작소와 TDK가 소형·웨

에서 2035년 2조 1,000억엔으로 확대되며, 그

어러블기기용 산화물 전고체전지를 개발하는 등

중 유화물 계통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고체전해질

고 있다.

개발 방식은 동경공업대학의 칸노료지(菅野了次)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21. 3. 2.

교수와 도요타의 유화물(硫化物) 계통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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