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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반복적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며 최근에는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고밀도화, 경량화가 가능한 리튬이온전
지, 리튬폴리머전지 등 리튬계 이차전지가 주력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
본은 전통적으로 이차전지산업에서 뛰어난 부품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해 왔는데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참여로 이러한 독점구조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리튬계 이차전
지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은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다양한 산업
적 관점에서 그 발전 필요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갖
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진출이 비교적 쉽고, 기존 기반 산업
의 경쟁력 유지,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향후의 이차전지산업은 시장의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휴대
용 정보통신기기와 소형가전제품의 역할이 줄어들고 각종 전기차로 대표되는
그린카에 의해 시장상황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에 기반한 각종
그린카는 유가의 불안정성, 환경규제, 각 국가들의 성장동력창출 노력 등 다
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이들의 가장 유력한
동력원은 리튬계 중대형 이차전지이다.
이차전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입장에
서 전지의 안전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구매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부는 2008년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세우고 2015년까지 약 2,840억원을 지
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핵심소재
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강화, 자원외교의 확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용 이차
전지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모니터링 등의 정책적
과제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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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의 발전
과 함께 이차전지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도래할 그린카의 시대
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
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이차전지산
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바람직
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차전지의 이해
전지란 전기화학적인 산화, 환원 반
응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현재까지 나온
일반적인 전지는 이온체의 공급, 수용
체인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과 이들을
분리하는 분리막, 이온전달의 매개체
인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다.1)

<그림 1>

이러한 전지는 크게 일차전지, 이차
전지, 연료전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차전지와 이차전지의 구분은 에너
지변환의 가역성에 있다. 즉 일차전지
는 일방적으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
너지로 전환 즉, 방전만 가능한 전지
를 말하며 이차전지는 방전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으로 화학
에너지를 다시 축적시키는 과정(충
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마지막
으로 공급받는 연료의 화학반응을 직
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반응부산
물을 배출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 하
는데, 이는 소형화된 화학발전기로 보
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지로 간주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사용은 자동차 기초전
원용 등으로 사용되는 납축전지를 제
외하면, 1960년대에 양산기술이 확립
된 니켈카드뮴 전지로부터 일반화되

전지의 분류와 그 종류

화학전지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2차전지

납축전지, 니켈수소전지(NiMH), 니켈/카드뮴전지(Ni, Cd),
리튬이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연료전지

인산형(PAFC), 용융탄산염형(MCFC), 직접메탄올형(DMFC),
고체산화물형(SOFC), 고분자전해질막형(PEFC)

1) 최근들어 반도체의 p-n 접합을 이용하여 태양이나 열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전환하는 물리전지
가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상용화가 미비하므로 여기서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
환하는 화학전지로 전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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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튬계) 이차전지의 구동원리

전자(e-)

분리막(Separator)
양극
Case
음극활물질
양극기재(Al)

방전
방전
방전

전해질(Electrolyte)
음극

충전
충전
충전

음극활물질
음극기재(Cu)

자료 : 삼성 SDI 홈페이지, www.samsungsdi.co.kr
주 : 방전시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충전시에는 반대로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방전과 충전이 이루어진다.

기 시작하였다. 니켈수소 전지와 리튬
이온/폴리머 전지가 최근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주요 제품군인데 니켈수
소 전지는 1990년대부터 상용화된 전
지로 특히 현재 양산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채용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는 리튬금속을 전극에
도입하여 높은 에너지밀도를 실현하
고 메모리 효과가2) 없는 등 전지성능
이 향상되고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하
게 되었으나, 안정성의 문제로 보호회
로 채용 등의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
한 것이 단점이다. 리튬 폴리머 전지
는 여기에 폴리머 물질로 액상의 전

해질을 대체한 것으로 안정성과 가공
성이 좋아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그 사용량과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리튬계 이차전지
는 차세대 이차전지로 새롭게 분류되
어 이에 대해 많은 기술적, 경제적 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잠재력
리튬계, 자동차용 제품이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산업은 대
규모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
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 전자부품

2) 메모리효과는 이차전지의 반복적인 방전-충전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
전할 경우 이전보다 최대충전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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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성장할 만한 잠재력이 충분
하다. 먼저, 이차전지산업은 현재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쌓아
온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로 높은 성과를 쌓아온 이들 산
업에서 얻은 전기전자관련 제조기술,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산업 진출에 유리한 위
치를 점하고 있다. 이미 LG화학이 현
대-기아자동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
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최초의 상용화
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될 것으
로 예상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사의
볼트(Volt) 생산을 위한 이차전지 공
급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보이
고 있고, 삼성 SDI도 보쉬사와 50:50
합작사인 SB 리모티브사를 설립하여
전기자동차용 리튬계 이차전지 사업
에 활발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3) 또
한, SK 에너지도 다임러그룹과 미쓰
비시그룹의 합작사인 미쓰비시 후소
(Mitsubishi Fuso)의 하이브리드 자
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와 모바일 정보
통신기기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이 갖는

연계성이다. 이차전지가 자동차와 정
보통신기기의 제품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전자부품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므로 이미 이들 산업에서 주요
수출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로
서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이 곧 이
들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전망
(1) 세계시장의 현황과 전망
이차전지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시장규모는 약 280억
달러이며 이 중 리튬계 이차전지는
8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여
전체 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다.4)
현재까지 이차전지의 주된 시장은 휴
대폰을 비롯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와 노트북, 휴대용 전동공구 등 소형
가전제품들이다.
특히, 리튬계 이차전지는 높은 에너
지 밀도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문제와 높은 가격이라는 한계
로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기술개발,

3) 최근 SB 리모티브는 BMW사의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인‘Megacity Vehicle'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일부 공급을 시작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PHEV와 EV
용 배터리를 본격 공급하기로 하였다.
4) 지식경제부, 「유비쿼터스시대의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2008. 9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이차
전지 시장 동향」
, 2009. 4의 전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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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차전지 종류별 수요전망

자료 : 유진투자증권,「이차전지 산업」
, 2009. 2.
주 : NiCd=니켈카드뮴, NiMH=니켈수소, LIB=리튬이온 배터리.

로 인한 안정성의 확보와 단가 하락
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리
튬계가 이차전지의 주력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2) 주요 이차전지 생산국 현황
세계시장의 이차전지 생산 기업들
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차전지의 원천기술과 제조기술의

세계 주요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리튬이온 점유율(%)

니켈수소 점유율(%)

니켈 카드뮴 점유율(%)

순
위

구분(국가)

2007

2008

구분(국가)

2007

2007

2008

1

산요전기(일본)

24.1

23.7

산요전기(일본)

33.6

33.5 산요전기(일본)

55.1

52.4

2

소니(일본)

15.3

15.2

파나소닉(일본)

30.2

32.0

BYD(중국)

26.1

32.5

3

SDI(한국)

14.1

13.6

GPI(대만)

17.0

17.0

GPI(대만)

8.0

8.4

4

BYD(중국)

10.1

10.2 GSYUASA(일본)

5

파나소닉(일본)

8.0

8.8

-

기타

28.4

28.5

-

합계

100.0

100.0

2008

구분(국가)

7.6

7.6 SAFT(프랑스)

4.3

4.0

BYD(중국)

4.7

4.7 파나소닉(일본)

3.6

0.0

기타

7.1

5.3

기타

2.9

2.7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100.0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차전지 시장 동향」
,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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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 국가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차
전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현재는 제조기술 추격과 저가형 시장
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진출을 기반
으로 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시장점
유율 확대로 인해 일본의 독점구조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3) 국내 리튬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는 2000년 제품 생산을 시
작한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31%로 높은 산업성장세
를 보여 2008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2위의 리
튬계 이차전지 생산국이다.5) 현재까지
는 휴대폰, 노트북, 넷북 등의 전원용
인 소형제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2004
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
하는 등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대기업
의 최종제품 생산에 대기업과 중소기
업을 아우르는 50여개 업체가 부품소
재 기업으로서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중소기업의 사
업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12년 68억 달러, 2015년에는 100억

달러의 리튬계 이차전지 생산액을 기
록할 것으로 전망된다.6)

3. 그린카 개발과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의 발전 기반 분석
향후 예상되는 이차전지산업의 발
전 기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차전
지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리
튬계 이차전지의 기술개발, 시장동향
과 함께 리튬계 이차전지 안에서의
소형과 중대형 전지로의 제품군 분화
가 더욱 중요한 이슈인데 특히, 이차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각종 전
기자동차로 대표되는 그린카의 개발
과 시장확대가 향후 이차전지산업 동
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이다.
이는 현재까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용 전원장치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은 정체될 것임
에 반해 중대형 리튬계 이차전지는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그린카의 시장
진입과 함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1) 그린카의 개발추이와 시장현황
그린카는 배출가스가 없는 소위
Zero-Emission을 구현하는 자동차라
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유럽

5)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의 추정 결과, 일본 50%, 중국 등 기타 26%.
6) 지식경제부,「유비쿼터스시대의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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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차전지를 활용한 그린카의 종류
주요 특성

하이브리드카
(HEV, Hybrid
Electric Vehicle)

양산 모델

시동과 저속주행 시 전기모터를, 고속주행 시 내연기관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연비를 최적화하는 그린
카로 현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린카의
프리우스(도요타)
시발점이며 또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현 기술
인사이트(혼다)
수준에서 양산 가능한 구조이며 특히 최근의 고유가와 함
께 기존 가솔린 차량 대비 30~40%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
고 판매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외부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를 사용하며 전기모터를 주 동
력원으로, 내연기관은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HEV에 비해서 Zero-Emission에 가까워진 형태이다.

볼트
(제너럴모터스,
2010 출시 예정)

배터리 전기자동차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내연기관을 배제하고 이차전지와 전기모터 만으로 구동하
는 자동차로 궁극적인 목표인 Zero-Emission을 달성하는
그린카이며 현재는 이차전지의 기술적, 가격적 한계로 상용
화되지 못하고 있다.

-

연료전지차
(FCEV, Fuel-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형태의 자동
차로 배터리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Zero-Emission을 구현하
면서 추가적으로 장거리 운행이 쉽고 잦은 배터리 충전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강한 폭발성에 대한 제어기술, 백금촉매의 대체재 개발기
술, 높은 충전소 설치 비용 등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현재
로서는 큰 상황이며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된다.

-

을 중심으로 한 클린 디젤차량이나
미주대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연료
차량 등이 배기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로는 내연기관이 갖는 근
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문
제가 있다. 특히, 바이오 연료의 생산
은 국제 곡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
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이차전지
를 사용한 전기자동차로 각국 기업의
그린카 개발전략이 집중되어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HEV의 차량 모델 종류와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시장에서 판매된 HEV
차량은 2008년 누적대수 100만대를
돌파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하이브리
드 자동차 시장은 연간 50만대 수준
이며 이 중 미국이 63.2%, 일본이
22.1%, 유럽이 15.7%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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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별 HEV 판매량

Honda Insight

1999

2000

2002

17

3,788

2,216

1200

666

722

0

5,562

20,119

24,600

107,897

106,971

158,574

13,700

21,800

Toyota Prius
Honda Civic

2003

2005

2006

2008

25,864

31,251

31,297

Ford Escape

18,797

20,149

17,173

Honda Accord

16,826

5,598

196

Lexus RX400h

20,674

20,161

15,200

Toyota Highlander

17,989

31,485

19,441

Mercury Mariner

998

3,174

2,329

Lexus GS 450h

1,784

678

Toyota Camry

31,341

46,272

Nissan Altima

8,819

Saturn Vue

2,920

Lexus LS600hL

907

Saturn Aura

285

Chevy Tahoe

3,745

GMC Yukon

1,610

Chevy Malibu

2,093

Cadillac Escalade

801

Chrysler Aspen
Total

46
17

9,350

36,035

47,600

209,711

252,636

312,386

자료 : U.S. Department of Energy.

(2) 그린카 시장 확대의 배경
현재까지의 그린카 개발은 유가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촉발되었다. 즉,
고유가로 인해 그린카에 매겨진 높은
구매가가 낮은 유지비를 통해 상쇄될
여지가 생겼으며 이러한 경향을
HEV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그린

카 시장의 주요한 발전배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규제는 앞으로의
그린카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예정하
고 있는 상황은 그린카의 개발과 시
장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
를 들어 EU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7) 자동차공업협회,「하이브리드차 세계 판매동향 및 전망」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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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규제정책을 시
행하고 있는데, 2009년 1km당 140g
에서 2020년 95g/km로 배출량을 줄
이는 규제강화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달성 시 크레딧을 부과하는 기업
평균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Regulation)를 시행
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의 종류에 따
라 23.5(경트럭), 27.5(승용차)MPG
수준인 것을 2016년 각각 30, 39MPG
로 강화할 예정이다.8)
여기에 최근 자동차산업의 부흥이
당면과제인 미국은 PHEV와 BEV의
개발을 통해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 국내적 상황이 전 세계적인 그
린카 시장 확대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경우 2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자동차와 그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지원
및 공급사슬 구축에 제공하기로 발표
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에도 HEV 구매 시 연방정부
에서 1대당 7,500달러까지 친환경 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주 정부의 지원도 가능한 구매지원책
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요촉

진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5%인 취득세 면제, 중
량세 3년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함께
HEV의 경우 최대 25만엔, BEV에
대해서는 최대 139만엔의 구입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다.

(3) 그린카의 확대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전망
그린카의 본격적인 개발과 시장확
대는 자동차 관련 부품시장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올 것이지만, 일차적으로 제일 큰 수
혜자는 이차전지산업이 될 것이다. 이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그린
카의 개발 로드맵이 기본적으로
HEV → PHEV → BEV의 형태로 진
행 중이며 이들의 동력원은 대부분
이차전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차전
지의 종류에 있어서 현재까지 HEV
에 채용되고 있는 이차전지는 니켈수
소 전지가 주종이나, 이보다 가볍고
고출력 대용량화에서 강점을 갖고 있
는 리튬계 전지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시장의 확대 자체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전망
은 그린카의 개발 추이와 배터리 기
술개발 추이에 연동한 차량당 배터리

8) MPG=miles per g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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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종류별 비율 변화 전망

자료 : LG 경제연구원,「리튬전지, 하이브리드 카와 함께 달린다」
, 2008. 5.

탑재량, 그린카의 생산대수에 대한 예
측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9)
그러나 이차전지의 주력제품이 리
튬계 전지로 전환되며 시장이 확장되
는 데에 그린카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의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이차전지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과제들을 기업의 대응과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대응방안
그린카를 생산하는 세계의 자동차
업체들을 고객으로 하는 중대형 이차
전지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입
장에서는 기본적인 연구개발 등의 문
제 이외에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보
수적인 관점 유지와 안정적인 구매자
의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1) 안전성에 대한 투자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

9) 도이치뱅크의 2008년 예측에 의하면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으로 100억~150억 달러이나 2009년 노무라연구소의 시장전망은 2015년 약 40억 달러 규모로
연구기관에 따라 예측치에 매우 큰 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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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제품의 특성상 높은
에너지밀도를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
이 이차전지이며 실제로 내부단락이
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폭발이 노트북
배터리의 제품에서 큰 문제가 된 적
도 있었다.10) 자동차용인 중대형 이차
전지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소형 전
지에 비해 훨씬 큰 문제가 된다. 안전
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순물의 제거
등을 위해 제조공정상의 추가적인 기
술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품 개발 시의 안전성에 대한 미흡
한 대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한
제품개발투자와 브랜드 이미지에 결
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성
면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려
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안정적인 판매선의 확보
대규모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지속
적으로 투여되는 산업의 특성상 안정
적인 판매처의 확보가 기업의 입장에
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초기 공급
자로서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각국 자
동차 업체들이 이차전지 구매선을 다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적극

적인 시장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19개 과제에 대
해 약 2,8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
우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이다.11) 이러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설정된 지원전략은 대체로 산업의 성
격에 맞는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되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
로 강조하고자 한다.
1) 핵심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
이차전지제품은 이를 구성하는 소
재의 원천기술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양-음극
활재,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각각의
재료 자체가 갖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전체 전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나
제조기술만으로는 재료 자체가 갖는
성능을 뛰어넘는 전지의 성능을 기대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차전지와 관
련한 연구개발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10) 소니는 리튬전지가 탑재된 델 컴퓨터 폭발사고 이후 2006년 약 1,000만개의 노트북용 배터리
팩을 리콜한 바 있다.
11) 지식경제부,「유비쿼터스시대의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 2008. 9.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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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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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리튬이차전지산업경쟁력조사」
, 2009. 11.

서는 핵심 소재기술에 대한 투자가
최종제품 제조기술에 비해 소홀하지
않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원천재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이차전지에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
다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원천재료인
리튬자원의 원활한 수급선 확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
히 리튬자원은 중남미 국가들에 풍부
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튬광에 대한 교섭과 확보문
제는 각 기업수준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외교라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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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다음 세대의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
이차전지산업이 그린카의 발전에
연동된다는 사실은 미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 산업 모두에 상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전지산업의 전
망과 지원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장
기적으로 다음 세대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연료전지와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은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에 대해
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기본
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