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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소재업체, 전기자동차용 電池 분야
경쟁력이 압도적
최근 모터를 움직이는 電池의 성능 향상(항속

가치가 가장 큰 것이 세퍼레이터이다.

거리의 증가와 모터의 소형화) 으로 인해 자동차

현재 이 분야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는 아사히

의 전기자동차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2000

가세이(旭化成), 2위는 도레이다. 습식 세퍼레이

년대에는 한번 충전으로 200km를 달렸으나 이

터를 생산하는 아사히가세이는 건식 세퍼레이터

제는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업체인 미국의 포리포아 인터내셔널을 2,600억엔

리튬이온전지(LiB)의 혁신에 힘입은 바 크다. 최

에 매수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는 2019년도 상반

근 차랑탑재용 LiB의 수요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에 생산능력을 8억 6,000만㎡로 확대할 예정이

의 민생용 기기를 능가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다. 도레이도 2016년 한국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

(LiB) 전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보면 1위가 삼성

로 확대하였고, 2020년경에는 생산능력을 19억

SDI, 2위 파나소닉, 3위 LG화학으로 이들 업체가

5,000만㎡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의 6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탑재용

한편, 세퍼레이터 전문업체인 더블유 스코프는

LiB에서는 1위가 파나소닉이며, 삼성SDI와 LG화

독자의 延伸기술을 토대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

학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구미업체와 중국업체

유하고 있고, 한국거점의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

도 생산능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참고로 LiB의 원가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극재

정극재에서는 스미토모금속광산(주)이 테슬라
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생산능력을 2.5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31%, 부극재 8%, 세퍼레이터 13%, 전해액 7%,

부극재에서도 히다치가세이(日立化成)가 세계

동박 6%, 바인더 6%, 기타소재 8%, 감가상각비

시장의 3할을 차지하는 1위 업체이다. 전해액에

14%, 기타 7%이다.

서도 미쓰비시케미컬과 우베코산이 세계시장점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여가

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 있는 것이 電池업체에 재료를 공급하는 소재

전기차용 LiB는 희소금속이라는 원료상의 제

업체들이다. 차량탑재용 電池의 경우 용량도 크

약이 존재하므로 일본기업들은 全固體電池와 리

고 발화의 위험성도 있어 높은 품질 수준과 안전

튬空氣전지 등의 차세대 電池 개발에 적극적으로

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항속거리 연장과 소형화·

나서고 있다.

경량화도 필요하다. 이 소재분야에서 일본 화학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7.9.12.

기업의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그 중에서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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