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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일본

우위는 중국과 한국 등 경쟁기업의 대두로 크게

아사히가세이(旭化成)의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위협받고 있다. 2018년 현재 차량탑재용 리튬이

명예 펠로우가 금년도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

온전지 시장에서 파나소닉이 24%의 점유율로 수

(뉴욕주립대학의 마이클 스탠리 윗팅검 교수, 미

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CATL사와 BYD

국 텍사스대학의 존 굿 나이프 교수)로 선정되었

사, 한국의 삼성SDI, LG화학 등이 바짝 추격하는

다. 1970년대 중반 윗팅검 교수는 전지의 음극에

양상이다.

최초로 금속리튬을 사용하였으나 폭발 등의 문제

일본이 강점을 가진 리튬이온의 주요 재료(전

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0년 존 굿 나이프 교수는

해액, 정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 등)분야에서

코발트산 리튬이 리튬이온전지 정(+)극의 재료가

도 음극재의 경우 중국기업의 세어가 40%에 달

됨을 밝혔다. 요시노 교수는 선행연구를 활용하

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의 누적 특허출원 건수

여 정극에 코발트산 리튬을, 음극에 탄소를 사용

(2009~2015년)에서도 일본(43%)의 뒤를 중국

하는 리튬이온전지의 기본구조를 정립하고, 1986

(27%)과 한국(18%)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년 특허도 출원하였다. 1991년 세계 최초로 리튬

그러나 향후 기존 액체 리튬이온전지의 3배 이

이온전지 양산에 성공한 것은 소니였으며, 이후

상의 출력을 내는 전해질이 고체인 미래형 리튬이

파나소닉 등 일본 회사들이 리튬이온전지 시장을

온전지(고체형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는 일본이

선도해 왔다. 열화 현상없이 반복 충전 사용이 가

특허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범국

능한 리튬이온전지는 이후 IT 혁명과 함께 소형·

가 차원에서 고체형 리튬이온전지의 조기 실용화

경량이면서도 고용량(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

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NEDO(New Energy

로 성장·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노트북 컴퓨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

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 전기자동차 등

zation/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는 작년에 부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시장

자재(部資材)업체와 완성차업체 등 23개사와 15

규모는 4조엔을 상회하고 있다.

개 대학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완전 고체형 리튬
이온전지 개발프로젝트를 출범(요시노씨가 이 프

향후 리튬전지개발 분야의 우위에 대한

로젝트의 총괄역을 수행 중)한 바 있다.

위기감도 존재

자료 : 「週刊

エコノミスト」, 2019.10.29, 「週刊東洋經濟」, 동년
10.26.

그러나 최근 이 분야에서의 일본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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