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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나소닉,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을 염두에 두고
차량 탑재형 전지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파나소닉은 최근 성장 관련 신수종사업을 육성

에 달한다. IHS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세계의 전기

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6년 48만대 정도로 추산된

다. 2016회계연도(2016.4~2017.3, 이하 연도) 파

다. 2020년에 기가팩토리가 완성되면 신규로 연

나소닉의 설비투자 규모는 약 3,450억엔으로 전

산 50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년도 대비 1,000억엔 정도 늘어났다. 이는 쯔가

예상된다.

(津賀一宏) 신임 사장이 2016년도를 영업이익 보

또한 파나소닉은 금년 4월 중국 따렌(大連)에도

다는 공장신설 등 선행투자의 해로 설정하고 공

현지 및 외자계 납품용 전지공장을 준공한바 있

격적인 경영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동사는 현

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및 관련

재 차량탑재기기, 항공, 식품유통 분야 등 B2B 분

부품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 카

한편, 한국의 LG화학, 삼성SDS도 차량탑재형

내비게이션, 센서 등 차량탑재기기 분야의 사업

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각각 400억엔을

을 성장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동사는 차량탑재

투자하여 폴란드와 헝가리에 전지공장을 건설 중

기기 분야의 매출액을 2015년 1조 3,000억엔에서

이다. 독일 등 유럽자동차 업체와의 거래 확대를

2018년도에는 2조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중

염두에 둔 포석이다.

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차량탑재용 전

파나소닉과 한국기업은 이전에도 플라즈마와

지분야이다. 설비투자도 대부분 이 분야에 집중

액정TV로 맞붙어 한국기업 측이 승리한바 있다.

하고 있다.

파나소닉 측은 과거의 실패 경우와는 달리 차량
용 전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구하는 설계사상의 구

중국 전지공장도 준공, 테슬라와 공동으로 

현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

미국에도 전지공장 건설 중

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전기자동차의
생산이 급증하면 테슬라가 파나소닉에서만 전지

파나소닉은 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에

를 조달하지 않고 한국업체 등으로 조달선을 다

차랑탑재용 전지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이다. 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동사

슬라의 신차종인 ‘모델3’의 수주호조에 힘입어 파

가 투자수익을 획득하는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

나소닉은 미국 네바다州에 있는 전지공장 ‘기가

고 있다.

팩토리’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투자규모

자료 : 「週刊 東洋經濟」, 20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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