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튬이차전지 개요

◦ 리튬이차전지는 리튬이온의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전지,

주요 소재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질 등으로 구성

◦ 이차전지는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로 순으로 발전,

주로 휴대폰, 모바일PC 등 모바일기기 분야에 활용, 최근 스마트폰 등
신종 모바일기기의 등장으로 수요 증가

◦ 친환경 자동차의 급부상,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 등장, 이차전지 대용량

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함
□ 리튬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리튬이차전지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세를 유지(2010 년)

◦ 신종 모바일 기기의 지속적 수요 강세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개화에 따

라 지속적 성장 전망(2011년)

◦ 친환경정책과 그린에너지의 본격적 확산에 따라 등장한 전기자동차,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이의 핵심 부품인 리
튬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큰 영향 예상

◦ 현재 다양한 업종의 업체 간 시장 선점 및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으며, 높은 시장진입 장벽, 복합적 산업특성, 및 치열한 경
쟁으로 소수 업체만 생존할 전망

◦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이차전지 시장 확산의 관건
□ 시사점

◦ 리튬이차전지의 신성장 가능성에 주목, 미래 시장을 겨냥한 주도권 확

보 전쟁이 진행 중

◦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관건, 연계 산업의 트렌

드와 원재료 수급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범정부적

추진의지 및 민간 추진역량의 조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회를 맞
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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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리튬이차전지 개요
 개요
 리튬이차전지는 리튬이온의 전기화학적인 산화ㆍ환원 반응에 의해 화학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에서 삽입/탈리되어 반복적으로 왕복하고, 동시에
전자가 왕복하면서 충전되거나 방전

－

리튬이차전지는 사용되는 음극활물질과 전해질에 따라 LRB(lithium rechargeable
battery) 혹은 LPB(lithium polymer battery), LIB(lithium ion battery), LIPB
(lithium ion polymer battery)로 구분
※ LRB(LPB)(음극활물질이 리튬금속, 고분자 전해질 사용), LIB(음극활물질로 리튬이온을 삽
입/탈리하는 흑연 등 사용, 비수계 액체 전해질 사용), LIPB(음극활물질로 리튬이온을 삽입
/탈리하는 흑연 등 사용, 고분자 전해질 사용)

－

리튬이차전지의 주요 소재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질 등으
로 구성
※ 양극활물질(전자를 받아 양이온과 함께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음극활물질(산화되면서 도
선으로 전자를 방출하는 소재), 분리막(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다공성 막으로 두 전
극간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고 이온 전달의 통로를 제공하는 소재), 전해질(양극과 음극의
이온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리튬액과 용매로 구성)
※ 이차전지 재료비 원가구성: 양극활물질 44%, 음극활물질 10%, 분리막 14%, 전해질 7%,
기타 25%(출처: 일 IIT)

 이차전지는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로 순으로 발전
－

니켈카드뮴전지는 최초의 2차전지로 1948년에 등장, 큰 부피와 짧은 수명에
도 불구하고 이동성을 제공, 휴대용 면도기, 무선전화기, 무선장난감, 전동공
구, 휴대용 음악재생기기 등에 사용

－

니켈수소전지는 1989년에 등장, 고용량과 안전성을 앞세워 휴대폰, 노트북
등의 새로운 IT기기에 채택되었으나 리튬이차전지의 등장으로 경쟁력 상실

－

리튬이차전지는 1991년에 등장,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더 작고 더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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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에 급성장하기 시작, IT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 IT기기의 주력 전지로 사용

 리튬이차전지는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어 온 기존 소형 이차전
지와 달리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전력저장용으로 중ㆍ대형화가 요구됨에
따라 안정성, 고출력, 장수명 등 주요 특성이 반드시 전제
표 Ⅰ-1

리튬이차전지가 구비해야 할 특성(중대형)
구분

고에너지밀도
고출력
장수명
안전성
사용환경
저가격

세부 내용
작고 가벼운 전지로 많은 에너지 제공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 사용 가능(전기자동차용)
5,000회의 충방전 혹은 10년 이상의 수명(전기차용,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전지 대형화로 인한 발열 및 폭발 가능성 제거)

극한 기온이 40~50⁰C, 남극이나 해발 8000m 이상에서도 사용할수 있어야 함
가격경쟁력(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전력저장용으로 개발 중인 다른 전지와 비교)

자료: 세라미스트(2010)

 활용 분야
 (모바일기기 분야) 주로 모바일기기 분야에 활용, 최근 모바일 IT의 디지털
융합에 따른 신종 모바일기기의 등장으로 시장 수요 증가 예상
－

소형인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모바일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
으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종 모바일기기의 등장과 함께 고용량,
대면적 폴리머 전지의 활용 증가

 (전기자동차 분야) 친환경 자동차의 급부상, 이차전지 대용량화 기술의 발
전으로 새로운 시장 개화
－

원유고갈 우려에 대한 대응,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등 투
자를 확대, 특히 본격 양산을 앞둔 전기자동차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
※ 전기자동차는 안정성, 저가격을 앞세운 니켈수소전지가 주도해 왔으나, 최근 리튬이차전지가
도전하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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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친환경 자동차 개요

종류
HEV(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EV(전기자동차)
FCEV(수소연료전지차)

사용 전지
니켈수소
리튬이온
리튬이온
수소연료
전지

개요
시동 및 저속주행 시 전기모터를 사용, 고속주행 시
내연기관으로 추진력을 얻어, 연비를 향상
전기모터(충전 전지)로 주행, 전지 방전 시에 내연기

비고
Toyota, Prius 출시(97년),
GM, Volt 판매(2010년)

관 엔진을 보조동력으로 사용
충전전지와 전기모터로 운행

Toyota, 2012년 출시 예정(Prius)
Mitsubishi, i-MiEV 출시

수소를 원료로 생산한 전기의 힘으로 모터 구동

전기자동차 이후의 대안

자료: 산은경제연구소(2009) 재구성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 분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그린에너
지의 본격적 확산으로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스마트그리드 확대 전망에 따라 ESS 시장에는 유수의 전력업체, 전지업체들
이 진입하고 있음
※ ESS는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 시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전력계통(그리드)에 전
기를 저장해 두는 기술로 전력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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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리튬이차전지 산업 동향
 국내외 시장 최근 동향
 2010년, 리튬이차전지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세를 유지
－

(양적 성장)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노트북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수
요 강세와 전동공구, 전기이륜차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높은 성장을 바탕
으로 이차전지의 양적 성장이 지속
※ 2010년 셀 수요 전망(전년비) : 모바일PC용(13.7억셀 19.8%↑), 휴대폰용(16.7억셀 24.8%↑)

－

(질적 성장)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고용량 전
지, 대면적 폴리머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증가로 질적 성장 구가
※ 2010년 전체 휴대폰 중 스마트폰 비중 18% 예상

－

(대체 수요 급증) 리튬이온전지의 원가절감,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기존 납축전지, 니켈카드늄전지 등 기존 이차전지에서 리튬이온전지로 대체
수요가 급증

－

(업체 점유율) Sanyo, Samsung SDI, BYD 3개사가 세계 모바일용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
※ 2010년,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 : Sanyo(22.4%), Samsung SDI(18.2%), BYD(12.1%),
Sony(10.6%), LG Chem(9.4%), 기타(27.3%) (출처: 일 후지키메라총연)

－

(용도별 비중) 휴대폰 및 모바일PC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 2010년, 주요품목 시장비중(판매량 기준) : 휴대폰(40.0%), 모바일PC(32.9%), 전동공구
(6.8%), DSC(4.8%), 자전거(1.9%)

 2011년, 신종 모바일 기기의 지속적 수요 강세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개화
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 성장 전망
※ 2011년 셀 수요 전망(전년비) : 모바일PC용(17.2억셀 25.2%↑), 휴대폰용(17.6억셀 5.2%↑)
－

(신규 수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종 모바일 기기의 수요 강세에 힘입
어 리튬이온전지를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태블릿PC의 등장으로 기존 노트
북PC 등의 수요 잠식과 이차전지 용량 감소(2.5Ah 6셀 → 3.4Ah 2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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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도 있으나, 태블릿PC에 채용되는 폴리머전지가 기존 전지보다 고가
인 이유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
※ 스마트폰 ⇨ 각형전지의 수요증가 및 셀당 용량을 증가(0.8→1.4Ah)

※ 태블릿PC ⇨ 고가(기존 원통형전지 대비 2배)의 폴리머전지 수요 확대

－

(전기자동차 시장 개화) 2010년 말, Nissan의 순수 전기자동차 ’리프(Leaf)'
출시 등 전기자동차 시장의 개화에 따라 핵심 동력인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 Nissan은 연간 20만 대의 Leaf 판매를 목표, Leaf 한 모델에 소요되는 이차전지 수량이
연간 6억 셀(원통형 기준)

－

(용도별 시장 전망) 모바일PC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이 휴대폰용 시장에 근접
한 약 36%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
※ 2011년, 주요품목 시장비중(판매량 기준) : 휴대폰(36.7%), 모바일PC(35.9%), 전동공구
(7.9%), DSC(4.4%), 자전거(2.3%)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리튬이차전지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친환경 정책에 따라 등장한 전기자동차가 신시장으
로 부상,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인 리튬이차전지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함
－

(주요 정책 동향)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자동
차 및 이차전지를 지목하고 각종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
※ 일본이 2010년 4월 ‘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에서 이차전지의 가격과 용량 혁신전략
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중국, 미국이 잇달아 관련 정책들을 발표

표 Ⅱ-1

주요 4개국의 리튬이차전지 정책 발표 현황

발표

국가

2010.04월

일본

2010.07월

한국

2010.08월

중국

2010.08월

미국

내용

차세대 자동차 전략 발표 ⇦ 2030년까지 전지 용량 및 가격 혁신목표 선정
7대 신성장 전략분야에 포함(2010.06월)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2020년까지 15조원 투자
5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에 선정(2010.10월)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 국유기업 연합 프로젝트 ⇦ 리튬이온전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
7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선정(2010.09월)
4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선정 ⇦ 이차전지 원가 절감 및 생산시설 확충

자료: LGERI(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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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업체 동향) Panasonic, LG Chemical 등 국내외 주요 전지업체들은 전
기자동차용 이차전지 투자계획 발표 및 수주활동 본격화에 돌입하고,
GM(Volt), 닛산(Leaf)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도 전기자동차 출시 계획을
발표
※ LG Chemical(Volvo 등), Samsung SDI(Chrysler), SK Energy(현대차) 등 국내 주요 3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전지업체들은 글로벌 자동차업체와의 리튬이차전지 공급 계약을 발표

표 Ⅱ-2

주요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업체의 사업계획 및 최근 동향

메이커 명

주요 동향
이차전지를 미래 주력사업으로 선정 ⇨ 2015년 점유율 1위를 목표
ㆍ현대기아차의 HEV 아반떼의 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단독 선정(2007.12월)
ㆍGM의 전기자동차 ‘Volt'의 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선정(2009.01월)
ㆍEaton사의 하이브리드 상용차에 리튬이차전지 공급 발표(2010.01월)

LG Chem

ㆍ장안기차(중국)과 전략적 제휴(전기차용 배터리 협력을 위한 MOU 체결)(2009.02월)
ㆍVolvo사의 ‘미래형 전기차 프로그램’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최종확정(2010.04월)
ㆍFord사의 전기자동차‘Focus’리튬이차전지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2010.07월)
ㆍRenault사의 ‘순수 전기차 프로젝트’의 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선정(2010.09월)
미국(Holland)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2010.07월)
이차전지를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 5조 4천억 투자 계획(2010.05월)
SB LIMOTIVE 설립(2008.09월, Bosch 합작)

Samsung SDI

SB LIMOTIVE를 통해 미국 자동차용 전지업체 Cobasys 인수(2009.07월)
ㆍBMW와 Delphi에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 발표(2009.08월 및 12월)
ㆍChrysler사의 전기차(피아트 500EV)용 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 발표(2010.11월)
이차전지 등 에너지사업에 4조 5천억원 투자, 분리막 양산,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완료 및 시험생산

SK Energy

Lithium Energy Japan
AESC
Johnson Controls Saft
BYD Battery

Panasonic(Sanyo)

ㆍMitsubishi Fuso(Daimler와 Mitsubishi 합작사)의 HEV 이차전지 공급업체로 선정(2009.10월)
ㆍ현대기아차가 개발 중인 i10 기반 양산 및 차기 모델의 공급업체로 선정 발표(2010.07월)
ㆍMitsubishi사의 iMiEV에 납품
2010년 연 60만 셀 생산 수준, 1012년 연 600만 셀 생산 수준(신공장 설립 및 생산설비 확충)
ㆍNissan사 Leaf에 납품. 2010년 20만 개 판매 계획
ㆍDaimler사에 납품. 향후 Ford사 납품 개시
2009년 그룹 내 BYD Auto사의 HEV에 납품, 2010년 EV「e6」에 납품 개시
판매 수량은 미국에 약 1,000대, 리튬이차전지는 10만 개(추정)
(투자계획) 1,230억엔(2008년부터 4년간), 800억엔(Sanyo, 2015년까지)
2010년 7월, 월 130~140만개 생산능력을 갖춘 신공장 준공
2015년까지 월 1천만 개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
2020년까지 세계시장점유율 40% 달성을 목표

Hitachi
IBM
Sony

ㆍ독일 Volksawagen사, 일본 Suzuki사 등 6개 업체에 납품 협상 중
2015년까지 연간 70만대 수준의 생산능력 계획
ㆍ10월, 미국 JCI사(존슨컨트롤스)와 제휴 및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합작생산 발표
차세대용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 계획(최대 800km 주행 가능한 전지개발, 기술 라이센스에 초점)
2002년 중국, 2008년 싱가포르에 공장 신설,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거점공략 가시화

자료: 후지키메라총연(2011), LGERI(2011), 각 사 언론발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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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업체 EV 출시 계획) Mitsubishi의 i-MiEV(2009년), GM의 Volt(2010
년), Nissan의 Leaf(2010년) 등의 전기자동차 출시에 이어, BMW, FORD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연이어 전기자동차 출시를 계획

표 Ⅱ-3

주요 자동차 업체의 EV 출시 계획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각종 언론자료 재구성(2011.11)

자동차업체(모델명)
Mitsubishi(i-MiEV)

GM(Volt)
Nissan(Leaf)
BMW(Active E, Mini E)
BYD(e6)
Ford(Focus)
Renault(Fluence)
BYD(F3DM)
Ford(Escape)
Toyota(Prius)

xEV 유형
EV

PHEV
EV
EV
PHEV

 그린에너지의 본격적 확산으로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이 새로운 시장으
로 등장, 리튬이차전지를 활용한 전력저장시스템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이
지만 활용 분야가 다양
－

처음에는 전력망에서 예비전력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다가 점차 태양광 발전
용, 가정용, 충전소용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업체 현황) 최근 LG Chemical은 미국 SCE사와, Samsung SDI는 미국 AES
Energy Storage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전지업체의 움직임이 가시화
※ Samsung SDI는 미국의 글로벌 전력업체인 AES Energy Storage사와 2011년까지 전력계
통 보조서비스용 20MW급 규모의 ESS 공급 계약 체결(2010.10월)
※ LG Chemical은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SCE사의 “가정용 ESS 프로그램“ 이
차전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 2012년까지 가정용 ESS용 이차전지 공급 및 실증을 진행,
2013년부터 대량공급 및 양산 추진 계획(2010.11월)
※ 미국 Ener1사는 러시아 국영전력회사와 4천만 달러 규모의 ESS 계약을 체결(20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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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
 업체 간 시장 선점 및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을 둘러싸고 전지(전자), 자동차, 에너지 등 다
양한 업체들이 합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주도권 확보 전쟁
※ LG Chemical은 Renault의 EV용 리튬이차전지 공급업체로, SK Energy는 Mitsubishi Fuso
(Daimler와 Mitsubishi 합작사)의 HEV 이차전지 공급업체로 각 선정

표 Ⅱ-4

세계 주요 리튬이차전지업체와 자동차업계의 제휴 현황

제휴 전지업체
Automotive Energy Supply (일)
Sanyo (일)
Hitachi Vehicle Energy (일)
Panasonic EV energy (일)
Lithium Energy Japan (일)
Blue Energy (일)
Toshiba (일)
SB LIMOTIVE (한)
LG Chemical (한)
SK Energy (한)
JCS (미, 프)
A123 (미)
Li-Tec (독)
BYD (중)

소유 현황
NEC, Nissan
Panasonic(인수)
Hitachi, Shin-Kobe
Panasonic, Toyota
GS Yuasa, Mitsubishi Motors
GS Yuasa, Honda
Toshiba
Samsung SDI, Bosch
LG
SK Energy
Johnson, Saft
GE, GM 등
Evonik, Daimler
BYD

제휴 자동차업체
Nissan, Fuji Heavy
VW, Honda, Ford
Isuzu, GM, Mitsubishi
Toyota
Mitsubishi
Honda
Volksawagen, Mitsubishi
BMW, Chrysler
GM, Hyundai
Mitsubishi Fuso, Hyundai
Daimler, BMW, GM, Ford
GM, SAIC, Chrysler
Daimler
Daimler, Volksawagen, BYD auto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각종 언론자료 재구성

－

구매자(자동차업체)와 공급자(부품업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항상 자동차업체가 주도권을 가졌으나,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전지업체가 당
분간 주도권을 행사할 전망, 장기적으로는 전지 셀 표준화, 자동차업체의 전
지 생산능력 점진적 구비 등으로 전지업체와 자동차업체 간의 주도권 경
쟁이 본격화될 전망
※ 현재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생산 가능업체는 20여개에 불과, 이 중 양산과 장기간의
보증기간이 기능한 업체는 극소수

 높은 시장진입 장벽, 복합적 산업특성 등으로 소수 업체만 생존할 전망
－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기술
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기업은 생존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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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전지업체의 과다한 설비투자(공급과잉)로 현재 약 20개 중 6~8개의 업체만 생존
⇦ 관련업계의 투자 계획에 의하면 2015년 경 생산능력이 수요의 두 배 예상

성공 요인은 기존 전지 사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 특성, 에너지 공급원 측면
등 복합적 성격을 고려

－

※ 우리나라는 내부시장(Captive market) 보유, 전방산업인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소형 리
튬전지 양산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표 Ⅱ-5

리튬이차전지 사업의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막대한 품질 리스크 수용

Captive 고객 확보
전문성 확보
극한의 내구성 충족
원가 경쟁력 확보
부품의 기계적 특성 조화
안정성
충전 편의성 확보

내용
해당 고객의 특정 제품만 회수하고 보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과 제품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침
ㆍ 예) Sony 전지를 채용한 노트북 폭발 사고 ⇨ 사업 회복이 힘들 정도의 큰 오점
시장 진입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부고객(혹은 파트너)이 필요
ㆍ 예) Samsung SDI(Samsung), LG Chemical(LG), ATL(Apple, 파트너)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립 및 공정 관리의 전문성 중요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극한의 내구성 요구
ㆍ 예) 자동차 수명(15~20년), 사용범위(극지방, 적도지방), 폐차 이후 사용가능 요구
대규모 생산 등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원가경쟁력 확보
자동차 부품 간의 조립 공차 또는 마모에 따른 조립품의 성능 이상에 대한 변수 상존, 시간이 지
나면서 연관 부품들의 기계적 성능의 조화 필요
품질 문제로 인한 안정성 결함이 부품 업체에 미치는 파장은 치명적
ㆍ 예) Toyota의 대규모 리콜(가속페달)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충전 효율을 높이는 공급체계가 요구

자료: LGERI 자료 재구성(2010.11)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시장 확산의 관건
－

이차전지의 고가격, 안정성 미검증, 충전 인프라 미비, 사회분위기 미성숙
등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문제의 현저한 개선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에는 이견이 없음

－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7%, 전지수요가 19억 셀에 이르
는 2014년 이후가 시장 확대의 시발점
※ 2014년 보급 전망 : HEV 3.5%(280만대), PHEV 0.7%(55만대), EV 0.4%(33만대), 기타
(NiMH 등) 2.4% 등

－

2014년에는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시장이 약 90억 달러에 이르러 현재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규모(2010년 약 9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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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차전지 시장 전망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ESS용 이차전지 시장이 EV용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
전력망에서의 예비전력 대체를 위한 송배전용 등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하
고, 점차 태양광 발전 안정화용, 가정용, 충전소용 등으로 다양한 시장이 열
릴 것으로 전망, 특히 ESS 대중화를 가져올 가정용 ESS의 경우 경쟁제품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속성장이 기대

－

표 Ⅱ-6

ESS용 이차전지의 활용 개요

구분

용도

송배전용
태양광용
가정용
충전소용

이슈

순간적으로 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발전 효율 극대화
태양광 발전의 비중 증가에 대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
한 전력을 망에 공급
새벽에 유휴 전력을 충전, 낮에 사용(새벽 시간과 낮 시
간의 전력 요금 차이를 경제적으로 활용)
전기자동차의 본격 보급으로 인한 과다 충전은 전력망의
불안정을 야기

본격 시장 성장

전지 성능

2012~2013년

전지가격 하락

2014~2015년

스마트그리드 확대, 전지가격 하락

2016~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전지가격 하락

2018~2019년

자료: 산은경제연구소(2009) 재구성

－

ESS용 이차전지 시장은 2014년에 약 70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에는 6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가정용 ESS 이차전지는 스마트그리드 확대와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고속 성장을 지속,
2020년에 이르면 전체 ESS용 이차전지 시장의 45%를 차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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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ESS용 이차전지 시장규모 및 용도별 비중 전망

자료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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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리튬이차전지의 신성장 가능성에 주목
－

휴대폰, 모바일PC 중심의 기존 소형 리튬이차전지 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모바일기기의 연이은 등장으
로 다시 강세를 구가

－

최근 미래 친환경 유망산업인 전기자동차와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의 핵
심부품으로 리튬이차전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튬이차전
지 는 새로운 성장 전환기에 돌입

－

리튬이차전지는 수요 시장의 확대, 참여 기업들의 투자 집중, 성능 향상 및
원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산업의 선순환 고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빠
르게 형성되고 있고, 타 전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주도적 솔루션으로 대두

－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은 수년 내 전체 자동차 시장의 7%를 차지하는 등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와 함께 중대형 이
차전지의 수요가 기존 소형 전지 시장을 추월할 전망

※ 향후 10년간 이차전지 시장규모(억 달러): 소형(94⇨220), 중대형(28⇨302) (자료: 이차전
지 경쟁력 강화 방안, 2010.07.)

 미래 시장을 겨냥한 주도권 확보 전쟁이 진행 중
－

친환경 자동차 및 리튬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미
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각종 정책 및 실행전략을 잇달아 발표, 향후 국가
간 정책 대결도 이슈가 될 전망

－

그 동안 이차전지 시장의 정체를 우려해 온 전지업체들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 전기자동차 및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 산업을 겨냥, 중대형 리튬
이차전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관건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사업이며, 화학, 전지전
자, 자동차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산업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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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 위험이 높음
－

기존 전지 사업 특성, 자동차 부품 특성, 에너지 공급원 측면 등 복합적 성
격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성공요인으로 지목

－

동 시장에서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 제품의 안정성 및 원
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초기 시장에 안정적 접근을 위한 내부고객 확보 혹
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등이 중요

 연계 산업의 트렌드 및 원재료 수급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이차전지의 기반 산업인 전기자동차 및 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의 트렌드를
예의주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
해 리튬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 원활한 확보전략을 구사할 필요

－

 이차전지는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

성장가능성 및 신분야만을 지향한 미래 투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재 우
리가 가진 역량을 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
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

－

이차전지는 우리가 가진 현재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시장 성장
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부 및 산업계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임

 범정부적 추진의지 및 민간 추진역량의 조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

정부는 이차전지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
동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발표

※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2001.07월): 「2020년까지 15조원 투자, 전지생산
1위, 소재 본격 수출국으로 부상」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핵심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발표
－

국내 업계는 내부시장(고객) 보유, 전방산업인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소
형 리튬전지 양산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
하며, 최근 적극적으로 이차전지 사업을 전개

－

메모리, 휴대폰, LCD 등 현재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성장동력의 뒤를
이어 이차전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산업계
의 추진역량의 조화가 요구
- 13 -

“IT SPOT Issue”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기획단 산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T통계
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사업 책임자 :
◉ 과제 책임자 :
◉ 참여 연구원 :

이효은
홍승표
강회일, 이재환, 변화성, 조성선, 김정환, 어윤봉, 김용균, 이성휘,
정해식, 유영신, 이승민, 김현중, 김학훈, 박혜영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기획단 산업분석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전화 : (042) 710-1110, 팩스 : (042) 71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