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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약 1

요

제1 장

약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배경
○ 이차전지 한계극복* 및 국내 현안 이슈 해소**를 위해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
화 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선점 필요
* 고출력, 고용량, 고안정성 등
** 글로벌 트렌드 변화, 경쟁국(기업)들의 공격적인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계획 등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요소기술 기반의 상용화 기술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
전지, 팩) 확보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 사업비 : 3,066.2 억 원 (국고 : 2,168.3 억 원, 민자 : 897.9 억 원)
○ 사업기간 : 2023년～2028년 (6년)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2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전문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세부내용 : 4개 중점, 8개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
<표 1-1> 동 사업의 중점분야 및 전략과제
중점분야

고에너지
밀도 전지

8개 전략과제

27개 세부과제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로딩 건식 전극 제조기술 개발
전극 기공도 정밀 제어형 건식 전극 제조장비 개발
300㎛ 이상 후막전극 기반 40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개발
고 니켈(90%) 양극활물질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양극전극 제조기술

고함량 실리콘전
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효율 실리콘 음극 소재를 30% 이상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음극전
극 제조기술 개발

극한환경(항공,우주)
용
400Wh/kg급 전고
체 배터리팩 개발

극한환경용 전고체전지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고안전성/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분리막 및 전해액 개발
350Wh/kg급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제품화기술 개발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12V, 400Wh/kg급 고전압 단전지 제조 기술 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8V급 전지 팩 개발
고용량 단전지용 대면적 전극 및 고체전해질막 기술개발
10Ah급 고용량 적층형 단전지 제조 기술 및 장비 개발
전기차용 400Wh/kg 급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팩 개발
1mS/cm급 고이온전도성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양산화 기술 개발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활물질/산화물 고체전해질 계면 저항 억제 및 동시 소결 기술 개발
적층형 산화물 전고체 이차전지 구현 위한 시트 성형기술 개발
Mobile IoT용 50mAh급 고에너지밀도 적층형 세라믹 전고체 전지 소자
화 설계 기술 개발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및 대면적 전극 기술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셀 계면저항 저감형 소재부품 기술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장수명 셀 제조기술 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팩 시험평가, 성능검증 및 기술 표준화

리튬-황
전지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도심항공모빌리
티 (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
발

고로딩 플렉시블 1000mAh/g급 고용량 전극 제조기술 개발
선택 투과성 고이온전도도 플렉시블 멤브레인-전해질 복합체기술 개발
장수명 400Wh/kg급 플렉시블 차세대 이차전지 공정 기술개발
높은 황 활용도를 지닌 6mA/cm2급 고에너지 밀도 대면적 전극 기술개발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제조기술 개발
항공용 리튬-황 이차전지 팩 기술 개발

요약 3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동 사업이 극복하고자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기술적 이슈가 구체적이고 시의성이
있는지 현 수준과 발생 원인이 명확한지, 극복 전략이 합리적인지 검토
○ 해당 이슈의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적 방안의 존재 여부 검토
○ 양산 수용에 관련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지 검토
○ 주관부처가 식별한 산업 생태계 이슈들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요청하는지 분석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의 기본방향이 이 사업 기간과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히 설정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사업방향이나, 사업목표가 내포하는 범위가 구체적인지, 또한 관리 가능한 세부
목표 설정과 달성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를 검토
○ 2대 성과 목표가 사업의 문제 이슈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6대 성과 지표가
성과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측정/관리가 가능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전략 과제별 분야에 적절한 전략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
○ 성과 목표가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수’라는 지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관리 가
능한 지표인지 조사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 분야 선정의 근거와 과정의 합리성을 확인
○ 8대 전략과제 도출시 기준으로 제시된 기술/시장 이슈가 전략과제로 구체화된
과정의 논리를 검증
○ 소재부품 분야 R&D의 난제인 상용화 성과 달성을 기대할만한 차별화된 추진 전략
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 달성하고자 하는 상용화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세부 활동 연차별 달성
수준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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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투자해온 주요 선행사업 및 과제에 대한 파악과 최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성과 연계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였는지를 조사
○ “전지 제조사,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의 전략적 협력” 이 추진 체계에서 어떻게 구
현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러한 협력방안이 상용화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
○ ‘상용화 지원단’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검토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동 사업이 이행하고자 하는 상위계획인「이차전지 발전전략」(2021.7.)內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부문을 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유관 정책들이 제시하는 시계열 목표와 기술개발 수요 등의 정합성을 확인
○ 그간 정부 차원의 계획들에 대한 면밀히 분석을 통해 정책 달성 가능성 또는 실효성
있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사
□ 사업 추진 상의 위험 요인
○ 소재융합정책관의 연도별 신규예산 비중(및 증가 추이)의 합리성을 검토
○ 전지제조 3사 등의 참여 의향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수준으로 확보하였
는지 확인하고 전략과제별로 참여의향 모수를 적정히 확보하였는지 확인
○ 향후 무역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
는 아래와 같은 제도 이슈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 추정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산정의 근거를 검토하여 총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조사
□ 편익 추정
○ 부처에서 제출한 시장규모, 편익 추정 산식과 적용된 기준/근거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전략과제별로 타겟팅하는 수요시장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조사
○ 동 사업에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개별 지표의 적절성, 비교를 위해 제시된
유사사업의 적절성 여부 검토

요약 5

제 2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가. 문제/이슈의 적절성
□ 제기된 문제·이슈는 크게 기술적 이슈와 산업적 이슈로 정리되며, 경제적·산업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적 이슈 인식은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당면한 전반적
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자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육성이 긴요하다는 점이 인정됨
□ 산업 수요와 공급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 제기는 적절하나, 요소 기술 위주의 지원으로 인
해 상용화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가능함
○ 차세대 분야에서 문제·이슈가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난제 극복’을 요청하는
지, ‘대량 상용 제품화 투입’을 요청하는지 불분명함
○ ‘상용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셀/팩 단위의 대량 제품화 개발’과
개념적으로 동일시할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성능·안전성·확장성·환경성이라는 이슈를 제시하였으나, 개별 이슈의 의미와 시사
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체 전해질 기반 이차전지를 개발하겠다고 제시하
였으나 안전성 이슈는 특정 형태의 이차전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 고확장 이슈는 성능 이슈와 개념적인 중복성이 있으나, 범용성을 지향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수요처와의 면밀한 공동 검토를 통해 작동 조건, 요구 성능, 수
명과 신뢰성의 기준 등을 설정하고 특성에 맞는 실증 계획 수립이 우선 요청됨
○ 환경성 이슈는 연구개발과 규제 양 측면이 존재하며 소재, 공정뿐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점검 하에 구체적인 연구개발 요소 도출이 먼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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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의 문제/이슈를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기획 과정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이차전지의 문제·이슈의 도출 배경을 통해 산업이 당면한 상황을 나열
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나 전문적 지식 수렴에 기반으로 한 과정은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이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 관련
이슈를 식별하는 과정은 명확하지 않음
○ 제시된 기업의 수요나 양해각서 등은 상용화를 검토·추진하고 투자를 유도하겠
다는 일반론이며 동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전지제조사 니
즈를 중심으로 기획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제시된 도전적인 목표를 상용화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소재·공정 기술이
제품화 공정에 적용되기 위한 난제 식별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다.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
□ 기술적 문제/이슈의 해결방안이 동 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적 활동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제시된 기술적 문제/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적 방안
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확인되지만, 상용화 관점에서의 이슈와 극복하고자 하는 기
술적 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요소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이 요청되는
지의 논리 확인에는 한계
○ 상용화 시점에 이르지 않은 분야에 대한 소부장 기업 부재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소
부장 경쟁력을 위한 방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을 뒷
받침할만한 전략적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요약 7

2. 사업목표의 적절성
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와 연관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목표로 ‘전지제조,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를 제시하였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2가지 성과 목표를 제시함
○ 성과목표 ①*은 기술적 이슈에 주로 연관되고 성과목표 ②**는 제시된 이슈 전반
에 간접적으로 연관됨
*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전지, 팩) 확보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나.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의 경로 구체성이 미흡하고, 문제/이슈가 해소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성과목표①) 해당 성과지표는 앞서 제기된 당면 이슈에 해당하며 산업적 요청사항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각 이슈를 과제별 개별 대응으로 매칭함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성과목표②) ‘연구개발의 목표’와 ‘연구개발을 통한 기대효과’ 간 개념적 혼동이
존재하고 상생이 갖는 목표로서의 효용성이나 이를 반영한 세부 활동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다.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사업의 컨셉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수혜는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 및 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도한 특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청됨
○ 기술 확보와 역량 강화가 이차전지 밸류체인상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제시
하고 있으며, 주된 수혜는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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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소명자료 역시 기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도
록 유도·독려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1.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동 사업의 추진범위를 감안하면 개별 세부 활동은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존재하지
만 세부활동의 전체 구성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시장 편익을 지향하는 성장형 사업으로서 제시된 주요 문제와 이슈 역시 시장경쟁
력 강화와 밸류체인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관련하여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주된 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가속화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 사업은 post-LIB 6대 전략과
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요분야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이 중 자동차를 수요처로 한
분야는 제한적인 비중으로 판단됨
나.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기획보고서상에 제시된 기획위원회의 산학연 비율은 대체로 적절하나 실질적 사업
기획에 균형 있게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가 명단은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당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 신청 사
업과 비교해 동 사업의 목표/세부활동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업의 기획에 실
질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는 제한적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획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업 추진전략과 산업 수요를 함께 고려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시의성 있는 전략 공유가 충분히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Top-down 방식으로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 수요
를 도출하는 과정은 보편적인 기획과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략 분야 선정이 2021년 3월에 진행되었음에 반해, 수요 과제 109개 중
60개는 2019년 선행 예타 당시 도출된 것으로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프로세스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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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8대 전략 분야를 Top-down 방식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이 합리적 근거나
충분한 검토 과정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전략 분야는 향후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핵심 주제들임
○ 연구개발 대상으로 제시된 차세대 기술 범주의 설정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경향 조사, 동향 파악 및 기술/시장 이슈 등 근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 사업 Bottom-up 방식으로 수행한 세부과제 수요조사가 균형있는 대상과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9년 예타 당시 기확보된 수요 60개와 신규로 조사한 49개 수요조사 결과를 합
산하여 총 109개의 기술 수요를 확보했다고 제시하였지만 2019년~2020년에 이루어
진 조사는 전략 분야가 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된 TRL
의 상당수가 동 사업의 범주와 상이함
□ 기획보고서의 제4장 「전략과제추진계획」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들이 적절히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 계획 내에 성능, 수명, 안전성 등 동시 달성
요소에 대한 상호 고려가 충분히 기술되지 않음
□ 전략과제별로 특정된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술적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전략과제 3*의 경우 항공, 우주, 군사 및 저온 차량 환경 등 목적에 따른 이차전지의
수요 특성에 따른 동작 환경 도출과 이를 통한 목표 설정 과정이 부재함
*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고안전성/고에너지밀도 전지 개발

○ 전략과제 8*의 경우 향후 산업적 가능성이 인정되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산업에서 요청하는 이차전지의 요건이나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 유연 소자를 지향하는 전략 과제 7*의 경우 제시된 application 특성에 따라 발생 가
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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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 전략과제 6*의 경우 ESS 제품화의 이슈를 고려한 ‘산화물계 전고체’ 형태의 개발
요청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다.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제시된 기술적 성능 목표는 과제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수준이며,
과제별 상용화를 위해 동시 달성되어야 할 핵심 인자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 전략과제별 성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과제의 주제를 반복 제시한 수준으로서 이를
통해 상용화에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세부 과제별 목표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과제의 주제에 제시된 바를
반복적으로 기술한 수준에 불과함
라.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이차전지 기술적 난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전극 기술이 전략과제별로 공통으로
요청됨에도 이에 대한 상호 연계가 사전 고려되어있지 않음
○ 주요 전략 과제가 제시한 에너지 밀도 350~400 Wh/kg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막
양극과 리튬 음극 등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는 병
렬로 진행되는 사업기간동안 과제별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 구조와 예산 투입간 정합성이 낮음
○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 구성을 통해 소재→ 부품→ 셀(팩) 으로의 계층 구조를 제시
하였으나 과제별 예산투입은 과제 기간 내 병렬적으로 계획*되어있어 소재·부품 단
의 제조 기술 활용이라는 형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마.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기존 사업 연계’의 경우 제시된 확인할만한 선행 사업의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주요 달성 성능을 활용할만한 구조도 제시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기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선행
사업들 역시 상용화와 연관된 도전적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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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한 성공 가능성 점검’이라는 브릿지 사업의 역할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
였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추진 체계는 일반적 형태라 판단되나, 이를 통한 상용화 가능성 제고 방안
은 명확하지 않음
○ 상용화 지원단의 차별적 역할이나 별도 구성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기능으로는 과제의 상용화 가능성을 어떻게 제고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수요기업의 특정성이 높은 과제의 특성상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중이거나 확보된 기술적 성과가 상호 공유되거나 외부로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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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이 동 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 동 사업과
관련된「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탄
소중립 중점기술(안)」,「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소재·부품·장비 2.0 전략」,「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제7차 산
업기술혁신계획」을 선택군 계획으로 선정하여 동 사업과의 부합성을 검토함
<표 3-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구분

계획명

필수 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 계획

부합도
낮음

보통

높음

∨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
∨

□ 필수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선택군 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조사한 결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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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선택군 계획

부합도 높음

2.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가. 사업 간 차별성 검토
□ 본 항목에서는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연구수행주체
등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는 걸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중복 가능성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의 국
가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유관 사업의 중복 가능성, 연계 방안의 구체성 등을 검토
<표 3-3> 동 사업의 주요 유사 사업 검토 결과 요약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주관부처

’21 지원규모
(단위:백만 원)

사업유형

중복
가능성*

동 사업

’23~’28

산업통상
자원부

51,103
(연평균 계획)

-

-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

`20~`24

산업통상
자원부

4,911

개발연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00~`25

산업통상
자원부

886,632

개발연구

◎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
제조기술개발

`22~`25

산업통상
자원부

(’22 지원규모)
3,600

개발연구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R&D)

`09~’2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3,764

기초 응용
연구

◎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22~`24

과학기술 (’22 지원규모)
정보통신부
100

기초 응용
연구

◎

개인기초연구사업

’86~계속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연구

○

1,476,968

출처: 2021년/2022년 예산요구서, NTIS 검색
주*) ◎: 중복성 높음, ○: 중복 가능성 존재, ×: 중복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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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볼 때 재원 조달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당 기간이 소부장 특별 대책 등으로 인해 신규 과제가 많은 기간이었다는 점과
선행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들의 투입 기간(2020~2024, 2022~2025)이 동 사업과 상
당 기간 중첩 된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함
□ 다만 고성능 이차전지 생산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전지제조기업, 수요 기업 및 소부
장 기업의 참여가 전제된 민간 참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의 목표가 도전적 수준의 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상용화임을 감안한다면 세계
적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한 전지 제조·수요기업 참여가 요청됨
○ 하지만 주요 전략 과제에서 전지제조 및 수요기업의 참여 의향 확인이 제한적이며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관찰됨
- 차세대 분야의 핵심인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나 리튬황전지 과제에 참여의향을 제
시한 기업은 각 2개 이하이며 특히 선행 사업의 언계를 표방한 황화물계 전고체
과제 (3,4)의 경우 수요 또는 전지제조기업은 1개사만이 참여의향서를 제시함
- 반면 소형 산화물계 전고체 과제에는 6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제시하여 사업 배경
에 제시된 지향점과 기업 참여의향이 상이함이 확인됨
- 또한, 주력 분야와 상이한 과제 수요를 제시한 기업의 참여 의향 배경도 확인이 필
요한 사항이나,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 ‘전과정 평가(LC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이차전지 제조과정 탄소배출 규
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유럽연합(EU)에서는 ‘자동차 전과정 탄소배출량 규제(Life Cycle Assessment, LCA)’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제품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
제가 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과정 탄소정보의 생성 관리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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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향후 추진 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성과물의 상용화 과정에서 국제무역기구 (WTO)의 무역협정 등에 대한
위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의가 요구됨
○ 동 사업은 TRL 5~8단계의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응용 개발 사업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정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므로 향후 WTO 보조금협정 위배 가능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은 이차전지 분야의 다양한 기업 참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통상 관련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제시함
- 그러나 선행사업의 성과를 연계하겠다고 활용하겠다고 제시하며, 해당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한 점들은 특정성 이슈를 회피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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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가. 총사업비 개요
□ 동 사업은 2023년~2028년 6년간 총 사업비 3,066.2억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겠다고
제시함
○ 총 사업비 중 2,168.3(70.7%)억 원을 산업부가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897.9(29.3%)억 원은 민간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함
<표 4-1>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
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기
술
개
발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
전성전고체 배터리팩개발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
화물전고체 배터리팩개발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
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
지 개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정부
민간
합계

`23

`24

`25

`26

`27

`28

합계

60.0
25.7
85.7
47.0
20.1
67.1
32.0
13.7
45.7
4.9
143.9
59.6
203.4

45.0
19.3
64.3
71.0
30.4
101.4
45.0
19.3
64.3
50.0
21.4
71.4
50.0
21.4
71.4
47.0
20.1
67.1
32.0
13.7
45.7
53.0
22.7
75.7
13.8
406.8
168.4
575.2

55.0
23.6
78.6
71.0
30.4
101.4
55.0
23.6
78.6
52.0
22.3
74.3
53.0
22.7
75.7
49.0
21.0
70.0
35.0
15.0
50.0
55.0
23.6
78.6
14.9
439.9
182.1
622

60.0
25.7
85.7
60.0
25.7
85.7
62.0
26.6
88.6
62.0
26.6
88.6
52.0
22.3
74.3
39.0
16.7
55.7
58.0
24.9
82.9
13.8
406.8
168.4
575.2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39.0
16.7
55.7
65.0
27.9
92.9
14.8
437.8
181.3
619.1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65.0
27.9
92.9
65.0
27.9
92.9
11.3
333.3
138.0
471.3

290.0
124.3
414.3
202.0
86.6
288.6
284.0
121.7
405.7
294.0
126.0
420.0
274.0
117.4
391.4
278.0
119.1
397.1
177.0
75.9
252.9
296.0
126.9
422.9
73.3
2,168.3
897.9
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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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주관부처는 수요 조사시 제시 금액과 유사선행사업에 기반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과제의 예산규모를 책정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주관적인 비용 추정이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있음
○ 주관부처는 기존 유사 사업 혹은 과제규모를 참고하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고시자료
등을 통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산출하여 전체 사업비 규모를 산정하였다고 제시하
였지만 전략 과제 단위 인력 산정에 참고한 사업이나 과제, 전문가 의견과 반영 과
정 등의 적절성을 판단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 기존에 추진된 유사사업의 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 연평균 연구비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주요 사업들과 연평균 과제 비용을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의 연평균
정부 출연금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음이 관찰됨
다. 총비용 추정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원안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총사업비는 기
획보고서의 3066.2 억원을 준용함
○ 세부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지만 적정 비용 규모 추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음
○ 다만 경제성 분석에서의 총비용을 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인 3066.2억 원을 준용함
- 동 사업의 총비용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비인 6년간 (2023~2028) 3066.2 억 원
(현재가치 2,387.7 억원)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
- 사업 종료 후 편익 발생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편익 추정 시 R&D 기여
율 적용을 통해 고려되므로, 총비용에는 총사업비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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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동 사업의 비용 흐름
(단위 : 억 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총 비용
비용(명목)
203.4
575.1
622.1
575.3
619.3
471.5
3,066.2

비용(현가)
178.2
482.3
499.1
441.7
454.9
331.4
2,387.7

2. 편익 추정
가.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검토
□ 주관부처는 시장 창출 편익을 제시함
□ 해당 보고서는 2030년 기준 이차전지 시장을 3,392 GWh로 추정하고 있으나, EU의
‘BATTERY 2030+’(2020)와 Bloomberg NEF의 ‘New Energy Outlook 2021’(2021) 등
에서 발표한 2030년 이차전지 시장은 각각 2,623GWh와 2.5TWh로서 기획보고서가
인용한 출처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표 4-3> 시장조사기관 자료 비교 (2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보고서 및 출처

기준

2025년

2030년

기획보고서 제시
(SNE Research (2020))

179GWh(`18)

1,485GWh

3,392GWh

184GWh(`18)

-

2,623GWh

-

-

2.5TWh

747GWh(`20)

2,492GWh

-

BATTERY 2030+ Roadmap
EU (2020)
New Energy Outlook 2021
Bloomberg NEF (2021)
Lithium-Ion Battery Megafactory Assessment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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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
(1) 편익 추정방법
□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 및 자료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시장수요
접근법’이 동 사업의 편익 추정과 연관된 방법론이라고 판단됨
<표 4-4> 편익 추정 수식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수식

내용
[시장 편익] = 세계 시장* × 국내 기업 시장점유율 × R&D 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 동 사업의 개발과 연관되는 수요 시장을 고려

(2) 편익 추정 변수
□ 시장 규모
○ 객관적 시장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되, 전략분야별 투자와 해당 수요산업별 시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의 경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예측에
한계가 있으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술 혁신의 추이와
시장의 수요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처의 비중 증가 추이를 준용
□ 부가가치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치(2018년 29.62%)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의 전지분
야 최신(2019) 부가가치율로 업데이트한 30.86% 적용
□ 회임 기간 및 편익 발생 기간
○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TRL 8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임
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함
○ 편익 발생기간은 특허조사를 통해 산출된 기술순환주기 8년을 적용
- 분석 결과 세부 분야별로 리튬이온전지 7.8년, 리튬황전지 8.5년, 전고체 전지 7.5
년, 기타(AD) 9.0년 등으로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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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최종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방안 비교
항목

기획보고서

편익항목

부가가치창출 편익

예비타당성조사
좌동
SNE research

세계시장 규모

SNE research

국내기업
시장점유율

기준시점 시장점유율 : 10%
목표 시장점유율 : 25%

좌동

사업화 성공률

46.4%

좌동

사업기여율

13.9%

이차전지 응용 분야별 2.5%~35%

R&D 기여율

35.4%

좌동

부가가치율

29.6%

30.86%

편익 회임기간

2년

좌동

편익 발생기간

8년

좌동

기준연도

2020년

좌동

환율

1,179.90원

좌동

사회적 할인율

4.5%

좌동

* 다만 차세대 전지 점유율 추이는 주관 부처 추정을
준용하되, 시기를 1년 지연하여 적용

3. 경제성 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편익비율을 산정한 결과 0.37 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 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4-6> 동 사업의 총사업비 및 B/C 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총비용 현재가치

총편익 현재가치

B/C 비율

NPV(순현재가치)

2,387.7

877.2

0.37

-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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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
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제품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흡함
○ 소재의 신뢰성·성능 원천기술이 요청되는 차세대 분야에서 제품단위 개발투입을 통
해 난제 극복 및 상용(TRL 8) 수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전략 분야별 현 기술수준 진단, 상용(파일럿) 라인에서 성과를 실증할 방안, 투입될
요소의 획득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기술적 이슈들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사업 목표의 세부 달성기준이나 기술확보전략
이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용화를 위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각 이슈가 개별 과제에
대응되어, 사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상용화 수준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함
○ 전지 제조 및 응용기업의 수용성이 요청되는 기술 요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
나 기준의 근거, 달성 전략 제시가 미흡함
□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현재 기술수준 진단이
충실히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연계하려는 선행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 연계하고자 하는 선행 사업은 초기 또는 미투입 상황으로 성과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관 부처와 타부처의 원천기술 성과 연계에 대한 고찰도 미흡함
○ 획득·연계가 제시된 선행기술도 과제명에 대한 나열 수준으로, 상용화 사업의 수행·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확보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선행 사업 참여 기관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도·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은 수혜자의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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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식별과 방향성·지표 설정이 미흡하
며, 과제별 수요처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함
○ 주요 세부활동 목표는 성능지표(에너지 밀도) 달성에 집중되어있으며, 극복되어야 할
Trade-off 특성, 동시 달성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나 목표 제시가 미흡함
○ 전략 과제별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술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일부 차세대 소재의 경우 상용화의 추진을 뒷받침할만한 소재나 요소기술의 현재
개발 수준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에너지 밀도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간 상호 연계 방안
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핵심 난제 요소에 대한 기술 전개를 구체화하지 않았음
□ 사업의 기획 과정이 전략적 의제설정에 기반하거나 시의성 있고 균형있는 수요조사 과
정을 통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조·수요기업의 실질적 참여도 제한적임
○ 주요 기획 과정에 수요기업의 니즈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략 과제에 대한 역량 있는 수요·전지제조 기업의 참여 의사 확인이 명확하지 않음
○ 전략과제 도출을 비롯한 사업의 핵심 의제 기획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보다는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 전략·목적이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과제들의 TRL도 동
사업 범주에 부합하지 않음
□ 시장 편익을 지향하는 상용화 사업임에도 확장성 위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구체적인 수요분야를 상정한 6대 전략과제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전기차 향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구성 근거로 제시된 새로운 응용시장 요구, 빠른 수익 창출 등을
뒷받침할만한 분야별 기술적 요구, 산업 설정 논리·연계성, 수익 근거 등의 제시가
미흡함
□ 비용 및 편익의 산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 (B/C)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
로 분석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추진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최종 편익은 사업 추진 타당성
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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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
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5-1>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종합

평가자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0.319

0.681

0.245

0.755

0.482

0.518

0.215

0.785

평가자 수

0

10

0

10

3

6

0

9

<표 5-2>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
구 분

사업계획서

총사업비(억 원)

3,066.2억원 (국고:2,168.3억원, 민자:897.9억원)

사업기간

2023년～2028년 (6년)

B/C Ratio

0.37

AHP

0.319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
흡함
․차세대 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연
구에 투자해온 정부 부처들간 연계가 전제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비고

․기술적 이슈들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사업 목표에 세부 달성기준이
나 기술확보전략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현 기
술수준 진단이 충실히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연계하려는 선행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상용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식별과 방향성·지표
설정이 미흡하며, 과제별 수요처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고 볼만
한 근거도 부족함
․사업의 기획 논리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과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비용 및 편익의 산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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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제 1 절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 목표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요소기술 기반의 상용화 기술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
전지, 팩) 확보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 사업비 : 3,066.2 억 원 (국고 : 2,168.3 억 원, 민자 : 897.9 억 원)
□ 사업 기간 : 2023년～2028년 (6년)
□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관리주체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 내역 사업별 연구내용
(1) 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①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상용 소재·부품을 사용
하고, 전지 제조기술의 혁신으로 이차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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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Wh/kg)의 상용 이차전지
- 고 로딩 건식 전극제조기술 목표, 400Wh/kg급 리튬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목표
②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현행 300Wh/kg급 리튬이차
전지보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고니켈(90%) 양극활물질 및 실리콘(함유량 30%이상)
음극 소재를 사용한 이차전지용 고에너지밀도 전극 및 전지 핵심 제조기술 개발 및
이들 기술을 적용한 고안전성 35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고니켈(90%) 양극활물질 및 실리콘(함유량 30%
이상) 음극 소재를 적용한 전극 및 전지 제조기술 개발과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분리막 및 전해액을 적용한 350Wh/kg급 이차전지
제조방법 및 설비 개발을 통한 이차전지 제품화
③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적도, 사막, 극지, 우주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전자장비 혹은 전동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고안전성 이차전지 및 이와 유사한 사양을 가지는 소규모 전력저
장용 고안전성 이차전지 핵심기술
- 기존 리튬이온이차전지는 온도, 압력 등 사용 환경이 제한적으로 고온에서는 충·방전
수명 열화,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저온에서는 용량 저하, 리튬메탈 석출
에 의한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여 다양한 극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전해질 적용 이차전지를 개발
④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전기자동차(EV)에 동력원
으로써, 400Wh/kg의 고에너지밀도를 가지며 불연/난연성의 고체전해질 적용으로
고안전성이 확보된 전고체전지의 전지팩 핵심 기술
- 기존 전기차 전원인 리튬이온이차전지의 안전성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 400Wh/kg
이상의 고에너지밀도 전고체전지의 전지팩 핵심 요소 기술개발로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기반 기술개발
⑤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액체 전해질
대신 산화물계 고체전해질을 도입하여 기존 리튬이차전지 대비 폭발 및 발화의
위험성이 없고, 고에너지밀도를 가지는 Mobile IoT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의
이차전지를 제품화하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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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전해질에 소결치밀화 및 후막화 기술을 적용하여 적층 가능한 고밀도 후·박막
고체전해질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고안정성, 고에너지밀도 Mobile IoT용 표면
실장형 디바이스 구현 가능
⑥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발화·화재·폭발의 위험이
현재보다 대폭 낮으며 높은 수명 특성을 보이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산
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의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 차세대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의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소재, 부품, 제조공정, 시스템, 설계, 표준 등 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을 체계적
으로 진행
⑦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가볍고 유연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디자인의 제약이 없고 다양한 크기의
웨어러블/플렉시블용 고용량 차세대 이차전지
- 전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전체의 구조화 및 활물질의 고집적화를 통한 고
용량 유연 전지개발
⑧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항공 운송용
에너지 저장장치의 필요에 따른 고에너지밀도 차세대 이차전지
- 신산업군의 핵심기술 대응 및 차세대 이차전지기술 선도화를 고에너지밀도 리튬-황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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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 사업의 중점분야 및 전략과제
중점분야

8개 전략과제

27개 세부과제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로딩 건식 전극 제조기술 개발

고에너지
밀도 전지

전극 기공도 정밀 제어형 건식 전극 제조장비 개발
300㎛ 이상 후막전극 기반 40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개발
고 니켈(90%) 양극활물질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양극전극 제조기술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효율 실리콘 음극 소재를 30% 이상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음극전극
제조기술 개발
고안전성/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분리막 및 전해액 개발
350Wh/kg급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제품화기술 개발
극한환경용 전고체전지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극한환경(항공,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12V, 400Wh/kg급 고전압 단전지 제조 기술 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8V급 전지 팩 개발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고용량 단전지용 대면적 전극 및 고체전해질막 기술개발
10Ah급 고용량 적층형 단전지 제조 기술 및 장비 개발
전기차용 400Wh/kg 급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팩 개발
1mS/cm급 고이온전도성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양산화 기술 개발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활물질/산화물 고체전해질 계면 저항 억제 및 동시 소결 기술 개발
적층형 산화물 전고체 이차전지 구현 위한 시트 성형기술 개발
Mobile IoT용 50mAh급 고에너지밀도 적층형 세라믹 전고체 전지 소자화
설계 기술 개발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및 대면적 전극 기술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셀 계면저항 저감형 소재부품 기술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장수명 셀 제조기술 개발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팩 시험평가, 성능검증 및 기술 표준화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리튬-황
전지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고로딩 플렉시블 1000mAh/g급 고용량 전극 제조기술 개발
선택 투과성 고이온전도도 플렉시블 멤브레인-전해질 복합체기술 개발
장수명 400Wh/kg급 플렉시블 차세대 이차전지 공정 기술개발
높은 황 활용도를 지닌 6mA/cm2급 고에너지 밀도 대면적 전극 기술개발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제조기술 개발
항공용 리튬-황 이차전지 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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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소요 예산
<표 1-2> 동 사업의 소요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
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기
술
개
발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
전성전고체 배터리팩개발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
화물전고체 배터리팩개발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
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
지 개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23

`24

`25

`26

`27

합계

`28

정부

-

45.0

55.0

60.0

65.0

65.0

290.0

민간

-

19.3

23.6

25.7

27.9

27.9

124.3

소계

-

64.3

78.6

85.7

92.9

92.9

414.3

정부

60.0

71.0

71.0

-

-

-

202.0

민간

25.7

30.4

30.4

-

-

-

86.6

소계

85.7

101.4

101.4

-

-

-

288.6

정부

-

45.0

55.0

60.0

62.0

62.0

284.0

민간

-

19.3

23.6

25.7

26.6

26.6

121.7

소계

-

64.3

78.6

85.7

88.6

88.6

405.7

정부

-

50.0

52.0

62.0

65.0

65.0

294.0

민간

-

21.4

22.3

26.6

27.9

27.9

126.0

소계

-

71.4

74.3

88.6

92.9

92.9

420.0

정부

47.0

50.0

53.0

62.0

62.0

-

274.0

민간

20.1

21.4

22.7

26.6

26.6

-

117.4

소계

67.1

71.4

75.7

88.6

88.6

-

391.4

정부

-

47.0

49.0

52.0

65.0

65.0

278.0

민간

-

20.1

21.0

22.3

27.9

27.9

119.1

소계

-

67.1

70.0

74.3

92.9

92.9

397.1

정부

32.0

32.0

35.0

39.0

39.0

-

177.0

민간

13.7

13.7

15.0

16.7

16.7

-

75.9

소계

45.7

45.7

50.0

55.7

55.7

-

252.9

정부

-

53.0

55.0

58.0

65.0

65.0

296.0

민간

-

22.7

23.6

24.9

27.9

27.9

126.9

소계

-

75.7

78.6

82.9

92.9

92.9

422.9

정부

4.9

13.8

14.9

13.8

14.8

11.3

73.3

정부

143.9

406.8

439.9

406.8

437.8

333.3

2,168.3

민간

59.6

168.4

182.1

168.4

181.3

138.0

897.9

합계

203.4

575.2

622

575.2

619.1

471.3

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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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방법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동 사업이 극복하고자 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기술적 이슈가 구체적이고 시의성이
있는지 현 수준과 발생 원인이 명확한지, 극복 전략이 합리적인지 검토
-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이 주관부처의 역할인지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
- ‘상용화’를 지향하는 사업의 특성상 양산 수용에 관련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지를 검토
- 주관부처가 식별한 산업 생태계 이슈들이 이차전지 산업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슈들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요청하는지를 분석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본방향인 “에너지밀도 350Wh/kg 이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구현”이 사업 기간과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이차전지 구현」(사업방향)이나, 「활용성이 검증된 상용화
기술」(사업목표)이 내포하는 범위가 구체적인지, 또한 관리 가능한 세부 목표
설정과 달성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를 검토
- 2대 성과 목표가 사업의 문제 이슈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6대 성과 지표가
성과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측정/관리가 가능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주관부처는 전략 과제별 분야를 특정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해당 분야에 적절한
전략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
※ 전기차를 포함한 응용 분야(극한환경용, Mobile IoT, ESS, 플렉시블, 항공 등)의 기술,
시장적 이슈를 파악하여 사업 기간 內 달성이 요청되는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여부

- 주관부처가 제시한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성과 목표가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수’라는 지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해당 지표들이 관리 가능한 지표인지 조사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 분야 (고에너지밀도, 전고체, 리튬황) 선정의 근거와 과정의
합리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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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전략과제 도출시 기준으로 제시된 기술/시장 이슈가 전략과제로 구체화된
과정의 논리를 검증
- 소재부품 분야 R&D의 난제인 상용화 성과 달성을 기대할만한 차별화된 추진 전략
(연구개발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사업 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상용화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검토하고
세부 활동 연차별 달성 수준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정부가 투자해온 주요 선행사업 및 과제에 대한 파악과 최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성과 연계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였는지를 조사
- 동 사업이 표방하는 “전지 제조사,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의 전략적 협력” 이
추진 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러한 협력방안이 동 사업 기술
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
-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상용화 지원단’이 어떠한 측면에서
기술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검토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동 사업이 이행하고자 하는 상위계획인「이차전지 발전전략」(2021.7.)內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부문을 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리튬황(2025년), 리튬금속(2028년), 전고체(2027년) 등 정책에서 제시한 목표 상용화 시
점과 동 사업의 상용화 성과 시점(2027~2028년)간 개념적 차이를 조사

-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유관 정책들이 제시하는 시계열 목표와 기술개발 수요 등의
정합성을 확인
- 그간 정부 차원의 계획들에 대한 면밀히 분석을 통해 정책 달성 가능성 또는 실효성
있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사
○ 사업 추진 상의 위험 요인
- (재원 조달 가능성) 동 사업이 비용 조달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재융합정책
관의 연도별 신규예산 비중(및 증가 추이)의 합리성을 검토
- 전지제조 3사 등의 참여 의향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수준으로 확보하였
는지 확인하고 전략과제별로 참여의향 모수를 적정히 확보하였는지 확인
- (법·제도적 위험요인) 기업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제시한 사업의 취지가 향후 무역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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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 이슈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① 에너지 밀도 상승 및 신규 소재 적용에 따라 안전성에 연관된 인증 및 표준 이슈
② EU를 중심으로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중인 이차전지 제조 「탄소발자국」이슈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 추정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산정의 근거를 검토하여 총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조사
※ 과제 단위의 예산투입 계획을 뒷받침할만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 조사

○ 편익 추정
- 부처에서 제출한 시장규모, 편익 추정 산식과 적용된 기준/근거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 전략과제별로 타겟팅하는 수요시장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조사
- 동 사업에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개별 지표의 적절성, 비교를 위해 제시된
유사사업의 적절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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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이차전지 개요

1. 이차전지 정의1)
□ ‘이차전지(Secondary battery)’는 반복적인 충 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전지로서 ‘충전식전지(Rechargeable battery)’로도 정의
○ 이차전지는 납축전지(1900년~) → 니켈계전지(1950년대~) → 리튬이온전지(1990년대~)로 진
화해 왔으며,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세대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 보통 건전지로 명명되는 ‘일차전지(Primary battery)’는 비가역적 변환(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을 통해 방전만이 가능한 일회용 전지로 수은전지, 리튬망간, 알카리
망간전지 등이 있음
○ 각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기술주기를 고려하여 성숙기에 해당하는 ‘리튬이온전지’
와 도입 성장기에 해당하는 ‘차세대(미래형)전지’ 분야를 심층 분석 대상으로 함
- 이차전지 요구 성능에 따라 에너지밀도 향상과 가격 저감을 중점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기술적 진화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소재의 변화를 통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1) 유종태,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이차전지」, KIST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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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차세대(미래형) 전지의 목적별 분류 및 기술 개요
목적

기술 분야

기술 개요

리튬황전지

양극재로 황, 음극재로 리튬을 이용하는 이차전지로서 리튬
이온전지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밀도가 구현 가능하며, 원유
정제의 부산물인 황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저가화(低價化) 가능

리튬공기전지

양극재로 공기(산소), 음극재로 리튬을 이용하는 이차전지로서,
이론적으로는 리튬이온전지의 5~1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밀
도를 구현 가능

전고체전지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며 전지 구성요소 전체를
고체화한 전지로서,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발화·폭발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 안전성의 비약적 향상이 가능

플렉시블전지

플렉시블전지는 유연하고 구부릴 수 있는 전지를 총칭하는
기술 분야. 타 기술 분야가 고유의 전기화학 시스템을 대표
하는 것과는 달리, 플렉시블전지는 타 기술 분야에 접목하여
기계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구성됨 (예: 플렉시블 리튬
황전지, 플렉시블 전고체전지 등)

프린터블전지

프린터블전지는 인쇄공정을 통해 제작하는 전지를 총칭하는
기술 분야. 타 기술 분야가 고유의 전기화학 시스템을 대표
하는 것과는 달리, 프린터블전지는 타 기술 분야에 접목하여
공정을 프린팅화하기 위한 기술에 해당 (예: 프린터블 리튬이
온전지, 프린터블 전고체전지 등)

레독스흐름전지

주로 바나듐 수용액을 양극과 음극 전해질로 사용하여 이들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충 방전하는 이차전지로서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10배 이상) 저가(3분의1수준)로 제작
가능하나, 부피가 커 소형화가 어려우며 에너지 효율은 리튬
이온전지 대비 70% 수준

소듐이온전지

리튬이온 대신 소듐(Sodium)이온을 이온 캐리어로 사용하는
전지로서, 가격 및 공급 안정성에 취약한 리튬을 대체하여
저가로 전지 제작 가능

아연공기전지

양극재로 공기(산소), 음극재로 아연을 이용하는 이차전지로서,
수성 전해액을 사용하기에 폭발이 없어 안전하며 저가 금속인
아연을 원재료로 하여 저가로 제조 가능

고에너지

안전성

기능 편의

제조혁신

자원 저가

출처 : 유종태,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이차전지」, KIST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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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전지 구조 및 원리
가. 이차전지 구성
□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양극(Cathode)과 음극(Anode), 양극과 음극의 내부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Separator), 그리고 전해질(Electrolyte)로 구성2)
○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의 공급원이며 충전시 산화반응이 일어나면서 리튬 이온을
방출하며, 방전시 환원반응이 일어나면서 리튬 이온을 흡수
-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을 많이 함유할수록 전지의 용량이 커지며, 장기간 충·방전
에 따라 양극활물질의 결정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전지 수명이 길어짐
※ 해당 물질은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표 2-2>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종류 및 특징
구분

LCO

분자식

LiCoO2

NCM
Li[Ni, Co,

NCA
Li[Ni, Co,

Mn]O2
층상구조
120 mAh/g
다소 높음
중간
다소 어려움
소형, 중대형
20~23 $/kg

Al]O2
구조
층상구조
층상구조
전지용량
145 mAh/g
160 mAh/g
안전성
높음
낮음
수명
높음
높음
난이도
쉬움
어려움
용도
소형
중형
가격
25~28 $/kg
~21 $/kg
출처 : POSTECH, 「리튬이차전지 소재기술 동향 및 전망」, 2015

LMO

LFP

LiMn2O4

LiFePO4

스피넬 구조
100 mAh/g
높음
낮음
다소 어려움
중대형
8~9 $/kg

올리빈 구조
150 mAh/g
매우 높음
높음
어려움
중대형
~20 $/kg

○ 음극활물질은 양극활물질과 반대로 충전시 리튬 이온과 전자(Electron)를 흡수하며,
방전시 리튬 이온과 전자를 방출
- 음극활물질은 전지의 용량 등 성능을 결정3)
- 신소재로 SiO, SnO, Si/Sn based 탄소복합재, Ge-Si-Si 나노와이어 등이 거론되나 아직
용량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불안정하여 방전 전압이 떨어지는 등 단점 존재

2)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리튬 이차전지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과 대응 방향」, 2019.05
3) 문희성, 「리튬이온전지 음극재 기술 및 시장동향」, 재료연구소, 2020.03

36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2-3> 음극재 종류별 개요
천연흑연

인조흑연

저결정탄소
Pitch/Cokes,

실리콘기반
SiOx, Si

원료

천연 흑연

Pitch/Cokes

용량(mAh/g)
ICE(initial

350~370

270~360

열경화수지
200~30

탄소복합계
800~1600

coulombic

90~93%

92~95%

80~90%

73~87%

efficiency)
출력
수명
가격
장점

하
싱
7~12
고용량

중
상
4~10
고수명

상
중
8~12
고출력

중
하
40~150
고용량

출처 : 문희성, 「리튬이온전지 음극재 기술 및 시장동향」, 재료연구소, 2020.03

○ 분리막은 전지의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을 분리하여 내부단락(닿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충 방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리튬 이온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하는 다공성
고분자 필름임
- 제조 방식에 따라 추출 공정을 기반으로 한 습식법(wet process)과 연신 공정을
기반으로 한 건식법(dry process)로 나누어짐
<표 2-4> 습식 및 건식 분리막의 특성비교
항목
slim화
인장강도
찌름강도
내열특성
가격
전지 조립성
이온전도도

습식법
용이(6㎛~)
종, 횡방향 우수
우수
취약
고가
우수
취약

건식법
어려움(12㎛~)
종 한방향만 우수
취약
우수
저가
취약
우수

출처 : 유펙스켐 부설연구소, 「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및 시장전망」, 2020

○ 전해질은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에서 산화 또는 환원된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 전해액은 염, 용매,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이온전도도,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전위창, 전극활물질고 반응하지 않는 열적·화학적 안정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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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전해질 종류 및 특성
액체 전해질

고체 고분자

겔 고분자

이온성 액체

전해질

전해질
고분자+유기용매

전해질
상온용융염+리튬

+리튬염
비교적 높음
비교적 양호
비교적 양호
LiPF6-EC/DMC+

염
비교적 높음
열악
우수

구성

유기용매+리튬염

고분자+리튬염

이온전도도
저온특성
고온 안전성

높음
비교적 양호
열악

낮음
열악
우수

LiTFSI-EMITFSI
PVdF-HFP
출처 : 엔켐, 「전기차용 배터리 전해액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동향」, 2022.01
대표 예

LiPF6-EC/DEC

LiBF4+PEO

나. 이차전지 원리
□ 전지는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 사이의 화학에너지 차이를 이용
○ 전기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의 이동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반대 과정으로 충전되는 원리4)
- 이온의 물질 상태가 양극과 음극에서 서로 달라 이때 발생되는 물질의 고유에너
지 차이로 인한 전압차를 이용
○ 방전시 음극활물질에 있는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화학에너지 준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양극활물질로 자발적으로 삽입되고, 이때 전자가 외부 도선으로 흐르면
서 전원 역할을 수행
○ 충전은 방전과 반대로 양극활물질의 에너지 준위를 외부회로(충전기)를 통해 높게
만들어 리튬 이온이 음극활물질로 저장되는 과정

4) 정영민, 조원일, 「리튬이온이차전지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 KIST,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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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차전지 기술 동향

1. 리튬이온전지
가. 양극재
□ 대다수의 이차전지 업체에서 이차전지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양극재에 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5), 양극재의 각 요소를 개선하거나 다른 소재로 대체하
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
○ (NCA, NCM) 비싼 코발트(Co) 비중은 낮추고 니켈(Ni) 비중은 최대한 높여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에너지밀도를 높일 수 있는 High-Nickel 배터리 기술 개발 증가
- 에너지밀도가 210GWh/kg에서 305GWh/kg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배터리 셀 가격
이 $100/kWh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6)
- 니켈 비중 높일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폭발 등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① NCMA(NCM+Al) 등 High-Ni 양극재에 신규 소재를 도핑하는 방식
② 입자표면 안전성을 높이고 입자 내부 니켈 함량을 높인 CSG(Core-Shell
Gradiant) 기술 ③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단결정 구조의 양극활물질 생산기
술 ④ 입자 경계 코팅 기술 등이 있음
- 각 사는 니켈 함량 90% 이상인 NCA, NCM 배터리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 중
○ (LFP) 코발트, 니켈 등 고가 금속 대신 리튬·인산·철로 이루어져 있어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여 삼원계 배터리(NCA, NCM)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 낮음
* 300ºC 의 고온과 260% 과충전에서도 화재나 폭발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최근 벤츠와 테슬라, 폭스바겐 등이 중저가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를 채택하
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LFP 배터리의 95%는 중국 업체에서 생산

5) 동 사업 기획보고서
6) 하이투자증권,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망」,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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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 업체 LFP 배터리 기술 동향
업체명

기술 동햫
·배터리팩 기준 kWh당 120~130달러 수준 (국내 배터리보다 약 40% 저렴)
·세계 최초 각형 기반의‘셀투팩(CTP)’기술을 LFP 제품에 적용, 에너지밀도가

CATL(中)

낮은 해소(300km~400km 주행 가능)
·테슬라와 함께 200만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 차세대 테슬라

BYD(中)

모델3 세단에 LFP배터리(45GWh) 탑재 예정
·BYD Han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시 NEDC 기준으로 605km 주행할 수 있음
·TOYOTA 소형 전기 세단에 BYD의 LFP 배터리 탑재 예정

출처 : SNE리서치 및 언론자료 재구성

나. 음극재
□ 에너지밀도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음극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리콘 기반 음극재) 차세대 대체 음극질 물질로서 흑연재료(370mAh/g)에 비해
실리콘의 이론용량(4200mAh/g)이 월등히 큼
- 규소 금속(Si; 실리콘 산화물, 이론 용량 4,200mAh/g)을 사용하거나 안정성을 높인
산화규소(SiOx; 실리콘 산화물, 이론 용량 1,500mAh/g)을 사용함
- ① 충방전 중의 부피가 최대 400% 정도로 팽창(swelling)하며, 이로 인해 입자에 균
열(cracking)이 발생되고,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화되어 용량이 급속히 감소
② 부피 팽창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있어 상용화 어려움 (이러한 이유
로 실리콘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해주는 소재의 복합화 연구 진행
※ CNT 도전재가 실리콘 음극재의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재로서 중요성 부각

[그림 2-1] 실리콘-CNT 복합체
하이투자증권,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망」, 2022.01

40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2-7> 글로벌 음극재 소재별 시장 성장률 전망
(단위 : 천 톤)
구분

2020년

2027년(전망치)

인조흑연
천연흑연
실리콘 기반
기타
전체

406
103
6
16
532

2,445
317
321
86
3,170

연평균 성장률
(2020-2027)
29.2%
17.4%
76.6%
27.2%
29.0%

출처 : QYResearch Korea 및 언론자료 재구성

○ (리튬금속) 전고체전지는 기존 흑연 음극재를 적용할 경우 이론과는 달리 실제로는
기존 리튬이온전지 대비 에너지밀도의 개선이 크지 않아 새로운 음극재로 리튬금
속의 적용이 대두되고 있음
- 리튬금속음극은 표준수소전극(SHE)대비 –3.040V로 가장 낮은 전기화학전위와
0.534g/ cm3 의 낮은 밀도를 가지며, 3860 mAh/g의 높은 이론용량을 갖기 때문
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금속 음극소재
※ 주로 Li-O2와 Li-S 전지, Li-Polymer 전지의 음극소재로 쓰임

- 리튬금속은 기존 흑연대비 높은 Capacity의 특성을 가진 음극 소재이나 일반적으
로 리튬금속 음극을 사용할 겻우 리튬의 독특한 특성인 Dendrite* 현상으로 인해
음극재와 분리막 계면을 들뜨게 해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분리막 혹은 고체전해
질을 관통해 양극과 음극이 만나 폭발하는 발화문제 발생7)
*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작은 핵을 중심으로 금속이 규칙적으로 퇴적되어 수지상의 골격을 형성한 결 정

- 고분자 전해질을 직접 코팅하거나 도전성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과, LiNO3와 같은
VC(Vinylene Carbonate) 첨가제를 이용해 리튬금속 표면에 화학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주거나, 리튬금속을 박막이 아닌 가루 형태로 적용해 표면적을 넓혀 전류
밀도를 낮추는 방법, 음극집전체 위에 리튬메탈 대신 Ag/C 나노 입자 복합층을
적용해 고에너지밀도화 장수명화를 구현하는 방법 등이 제안

7) 하이투자증권, 「리튬이온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망」,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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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주요 업체 음극재 기술 동향
업체명
LGES(韓)

기술 동햫
·2019년 대주전자재료와 JV를 통해 포르쉐 Taycan(2020년) 모델에 실
리콘 5%의 음극재(에너지밀도: 400~450mAh/g)를 세계 최초로 적용
·현재 실리콘 7% 함량의 음극재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젠5(Gen5, 5세대) 배터리’ 에 실리콘 음극재 투입.

삼성SDI(韓)

·자체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7~8%) ‘SCN(I-Carbon–Nanoco
-mposite)’ 특허를 확보(중국 BTR과 더불어 한국 한솔케미칼*이 양산)
* 2022년 말까지 850억 투자해 실리콘 음극재 양산 설비 구축

SK Materials(韓)
그룹14(Group 14
Technologies)(美)
포스코케미칼

·미국의 그룹14(Group 14 Technologies)사와 함께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합작공장 설립
·리튬실리콘 배터리 소재 SCC55 개발 중 (배터리 용량을 5배, 에
너지 밀도를 최대 50%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SCC55 기술로 중국 ATL, 쇼와덴코, BASF 등 투자 유치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와 함께 실리콘 산화물(SiOx), 실리콘탄소 복합체(Si-C)와 전고체 배터리용 리튬금속 음극재 개발중

출처 : SNE리서치 및 언론자료 재구성

다. 분리막
□ 분리막은 열적 변화에 따른 발화·폭발 등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
재로서 신제품 적용에 있어 보수적이며, EV용으로 더 유리한 습식 분리막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EV용 분리막 채택에 있어 품질 균일성, 고강도, 박막화가 가장 중요
하며 습식 분리막이 이러한 점에서 더 유리8))
○ 다공성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내열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고분자 수지에 세라믹 코팅이나 첨가에 의한 전기적 안정성을 부여
※ 최근 중대형 전지의 화재사고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습식 또는 내열성
을 향상시킨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SK 온은 세라믹 입자 코팅기술(CCS, Ceramic-coated Seperator) 보유
○ LGES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분리막 원단에 나노 세라믹을 코팅해 열적, 기계적 강
도를 높여 내부단락을 방지하는 핵심기술(SRS, 안전성강화분리막) 보유
○ Asahi Kasei(日)는 폴리올레핀계 습식분리막, 코팅분리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차전지 분리막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8) IBKS RESEARCH, 「2차전지, 피할 수 없는 소재 국산화」,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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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해질
□ 전기자동차(EV)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수요증
가에 따라 전해액의 고기능화와 동시에 저가격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9)
○ 전해질, 용매, 전해질 첨가제 중 리튬이온 운반 기능을 하는 핵심은 전해질이며 전
해질은 안정성, 수명, 출력 등 다양한 성능에 영향을 줌
○ 전해질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LiPF6, LiBF4, LiFSI, LiTFSI로 LiPF6가 표준 전
해질로 사용되었으나 이외에 대체재로 LiPO2F2, LiDFOP, LiBOB가 사용되는 추세임10)
- LiFSI의 이온전도도가 더 높고, 고출력이며, 우수한 SEI*층 형성, 낮은 저항값을 이
유로 점차 대체되고 있음
* 리튬금속과 전해액 간의 계면에서는 불용성 표면 성분들이 형성하게 되고, 이를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는 고체전해질 성격의 다층 피막이라 함

- LiPO2F2는 전해질의 1~2% 정도로 소량 사용 시 성능이 극대화되는데 저온 성능이
우수하고 고출력이며 저항값이 낮아서 점차 많은 전해액 업체가 채용하는 추세
- LiDFOP는 전극 표면에 좋은 SEI층 형성을 하기 위한 전해지로 일본 Central
Glass가 특허를 출원한 바 있음
- LiBOB, LiTDI 등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해질도 향후 수요량 증가가 예상

9) 전해액 제조기술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산 능력(Capacity)을 늘리는 전략으로 저가격화를 실현
하고 있음
10)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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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이차전지 전해질 소재별 특성
소재

LiFSI

특징
․
․
․
․

방출용량 향상(고출력)
안정성(내부식성) 향상
수명 연장
저온에서 방전 억제

배터리 제조사

적용 전기차

LGES, 삼성SDI,

쉐보레, 현대차, 르노,

CATL, PANASONIC

테슬라

LiPO2F2

․ 수명 및 출력 향상
․ 충전시간 단축
․ 고온 안정성 향상

LiDFOP

․ 수명 및 출력 향상
․ 충전시간 단축
․ 고온 안성정 향상

삼성SDI, SK 온

기아, 벤츠

LiBOB

․ 상온 및 저온 출력 증대
․ 순간 출력 향상

삼성SDI, PANASONIC

BMW

삼성SDI, SK 온,
CATL, LGES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피할 수 없는 소재 국산화」, 2021.10

BMW, 쉐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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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이차전지
□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을 보완한 전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른 전지들까지 모두 포함함
○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리튬
이온전지보다 안전하면서도 가격적으로 저렴하며, 고용량, 장수명 특성을 지닌 새
로운 이차전지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11)
□ (전고체전지) 리튬이온전지의 액체 또는 고분자 겔 형태의 전해액을 전도성 고체 물
질로 대체하여 에너지밀도가 향상되고, 고체전해질이 이온 전도 및 분리막 역할을
하여 별도의 분리막과 액상 전해액이 없음12)

[그림 2-2] 전고체전지 모식도
출처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고체전지 바이폴라 전극」, 2017

○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및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 위험
이 없고 전지의 고에너지밀도화를 위한 고용량 활물질(고전압 양극, 리튬금속 or
anodeless 음극 등)사용, 에너지 저장 소재의 비율 높이기(전극 로딩레벨 상향 후막
화), 부가 소재의 비율 낮추는 방법(팩 내 냉각, 안전장치 간소화)이 있음
○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 3
가지로 구분
- 황화물계 전해질은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며 전극/전해질간 접촉 계면 형성이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의 필요성 및 소개」
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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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나, 공기 중 안정성이 취약하고 공간전하층 형성에 따른 전극 전해질 계면
에서의 고저항층 발생
- 산화물계 전해질은 높은 전기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양극활물질과의
적합성도 우수하나 가장 중요한 이온전도도가 10-3~10-4S/cm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면적, 후막화가 어려움
- 고분자계 전해질은 이온전도도가 낮다는 점 때문에 High-Ni 양극활물질에 대응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LFP, 망간 산화물계 양극활물질에서 연구개발 진행 중
○ 현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는 LGES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 온 등이 있음
- (LGES) 현재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와 고분자계 전고체전지 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
- (삼성SDI) 2020년 ‘석출형 리튬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 적용한 전고체 전지 발표

[그림 2-3] ‘석출형 리튬음극’ 기술 적용 전고체전지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2021

- (SK 온) Solid Power와 3000만 달러 투자, 공동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생산하는 협
약을 맺었으며 NCM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전고체전지 개발하여 에너
지밀도 930Wh/L이상 구현할 계획
- (현대차) 선행개발팀 등을 통해 전고체전지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고
체전지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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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주요 전고체전지 업체 개발 동향
업체명

개발 동햫
·세계 전고체전지 관련 특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PANASON

TOYOTA(日)

-IC과 JV를 통해 PEVE 설립하여 전고체전지 상용화 추진
·환원 안정성 개선된 Argyrodite계 전해질 적용
·2025년 양산 계획(황화물계+흑연음극, 500km주행, 400Wh/l 목표)
·Alpha Line pilot 설비 활용하여 R-to-R 방식으로 2.0Ah급 전고체 전

Solid Power(美)

지 제조
·BMW, Ford를 비롯해 8개 회사와 협력 중
·2027년 양산 계획
·CIP, Single cell 크기가 큰 전고체 LCB(Lithium Ceramic Battery) 적

ProLogium(대만)

용(물리적 충격, 280℃고온에도 터지지 않으며 MAB(Multi Axis
BiPolar+)기술 적용으로 배터리 팩에너지밀도 29~57%상승)
·2022년 시양산 목표
·Thin Film 형태의 고체전해질과 액상의 Catholyte가 포함된 구조
(1,000Wh/l@800 cycle(Mono cell 수준),15분 급속 충전 가능)

Quantumscape(美)

·폭스바겐과 ’24년부터 20GWh 규모의 양산 계획
·2025년 QuantumScape의 전고체전지 탑재한 전기차 출시 목표
·10단 전고체배터리 셀의 프로토타입(Proto type) 발표
·2010년부터 중국대학교와 황화물계 전고체전지를 개발 중

CATL(中)

(주로 황화물계, 폴리머계 전고체 전지 개발)
·2023년에 상용화 및 대량 생산 예상

출처 : SNE리서치 및 언론자료 재구성

□ (리튬황전지) 양극소재로 황을 사용하고 음극소재로는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리튬황
전지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약 3~5배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제조원가가 낮다
는 장점이 있음
○ 방전 시 양극에 있는 환원된 황이 음극으로부터 이동되어 온 리튬 이온과 결합하
여 최종적으로 Li2S (2Li+ + 2e- + S ↔ Li2S)를 형성하는 반응을 수반하며 1672
mAh/g의 이론적 용량을 가짐
○ 황의 낮은 전도도, 충·방전시의 배터리 부피 팽창 및 수축, 폴리설파이드의 용해로
인한 배터리 내부 반응, 집전체와 황과의 반응, 폴리설파이드와 유기용매와의 반응,
폴리설파이드와 리튬-염과의 반응 등 상용화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13)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리튬황 전지」,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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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설파이드가 짧은 사슬 화학종으로 환원되어 셀의 자가방전 및 낮은 충전 효율
을 초래하는 소위 “폴리설파이드 셔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14)
○ 리튬금속 음전극 보호를 위해 음전극 위에 고체 전해질 성분을 코팅하거나 인공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를 형성하는 방법 등이 제안됨
□ (리튬공기전지) 양극활물질로 공기(산소), 음극활물질로 리튬을 이용하여 가볍고 친
환경적이며, 에너지밀도가 높고 안정성도 높음
○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유기계, 수계, 고체형,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되며 총괄반응
O2+2e-+2Li+⇄ Li2O2에 의해 탄소계 양전극의 기공 내에서 Li2O2를 가역적으로 형
성/용해하는 한편, 공기로부터 O2를 도입/배출하여 작동
○ 평형전위는 2.96V(vs. Li/Li+)이며, Li2O2 기반의 에너지밀도는 최대 1700Wh/kg으
로 매우 높으나 Li-O2 전지의 실용적(가역적) 용량은 Li2O2의 기공 내에 고함량의
활물질이 충진되었을 때만 중대한 용량 개선이 이루어짐

[그림 2-4] 리튬공기전지 원리
출처 : ETRI,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고체 전해질 기술”, 2021

○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카보네이트 기반의 유기 전해질 용매는 방전
반응시 생성되는 리튬슈퍼옥사이드 라디칼에 의해 그리고 높은 충전전압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므로 리튬공기전지의 전해질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
○ 리튬 금속 음극의 dendrite 형성을 억제하고 산소와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14) ETRI,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고체 전해질 기술”,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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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리튬이온 전도성 고분자 및 세라믹 기반의 보호막을 이용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전해질 내에 기능성 첨가제를 도입하거나 CO2나 N2 등의 기체를 유입함에 의
한 화학반응으로 안정한 계면을 형성시켜 부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음
○ 방전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i2O2가 다공성의 공기극에서 축적되어 방전 반응이
종료되므로 용량 증대의 한계는 공기극의 다공성 정도에 따라 달라짐
○ 가역용량의 최대화를 위해서 O2 환원과 그 메커니즘의 자세한 이해를 통해 Li2O2
충진밀도를 최대화하여야 하고 신규 전해질 및 첨가제 연구가 진행중
□ (소듐이온전지) 리튬과 유사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지니는 소듐을 활용한 소듐이온전
지는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양극 및 음극활물질보다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성능을 나
타내는 다양한 양극 및 음극 활물질들이 소개되고 있음
○ 소듐은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튬-황전지와 리튬공기전지에서 리튬 이용에
따른 가격과 원자재 확보 문제가 있어 소듐이온전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소듐이온의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음극활물질로 다양한 물질들이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층간삽입반응 소재의 낮은 용량 문제와 합금반응 소재의 부피팽
창에 따른 낮은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하는 금속 산화물계 소재가 쓰이고 있음15)
○ 탄소 음극재는 자원의 풍부함과 재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소듐이온전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음극소재 중 하나임. 유기계 소듐이온전지의 탄소 음극재로는
소듐이온의 가역적 저장·방출이 가능한 저전압 탄소계 소재(카본블랙, 하드 카본 등)
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하드카본은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 나트륨 이차전지에서 흑연 음극이 미미한 가
역용량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드카본계 소재는 2차원 층 사이의 열린 공
간과 미세 기공 영역으로 Na+ 이온을 삽입/탈리하며 가역용량을 보임
* 탄소계 소재의 한 종류로 2차원 결정구조를 가진 흑연과는 달리 탄소 원자가 3차원 구조로 무질서하
게 배열되어 있어 비정질 탄소로도 불리며, 소재 내부에 2차원 그래핀 층이 엇갈려 존재하는 영역과
다수의 미세 공극(micropore)을 함유하고 있음

○ 중국의 CATL이 출시한 1세대 소듐이온 배터리는 셀 단일 에너지 밀도가 160Wh /kg
으로 실온에서 15분 충전하면 전력이 8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짐
※ 영하 20℃의 저온 환경에서 여전히 90% 이상의 방전 유지율을 가지며, 시스템 통합 효
율성 측면에서 80% 이상에 도달16)
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 2017.12
16) 삼성증권 리포트, 「2차전지」,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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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차전지 정책 동향

1. 국외 정책동향
가. 미국의 정책 동향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원천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임17)
○ 2016년 11월 16일 ‘United States Mid-Century Strategy for Deep Decarb
-onization’이라는 제목의 LEDS*를 제출하였으며,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감축을 목표18)
*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 2020년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을 제출하도록 규정(제4조 제19항)

- 자동차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도시지역에서의 내연기관 차량 비중을 절반으
로 줄이고,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 금지할 계획
○ 2021년 3월 31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7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
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금, 스쿨버스의
20%를 전기자동차로 전환, 전기자동차용 충전소를 2030년까지 50만개로 확충, 공
공조달을 활용한 연방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 5년 내로 50만대의 통학버스, 우체국을 포함한 관용차 300만 대를 무공해 자동차로
교체, 2030년까지 미국 전역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 설치
- 무공해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도입, 무공해 자동차 혹은 충전 장비 제조업차에게
인센티브 제공
- 고도기술 자동차 생산 융자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ufacturing)과 같
은 정책 금융 및 전기차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Training Program)등 시행
- 에너지부(DOE)는 ‘Workplace Charging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약 350개의 산
학 연이 참여하는 ‘주거지 및 직장 내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충전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세제 혜택 제공
17) KIET,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 우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2021.04
18) 녹색기술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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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료 소재부터 부품까지
경쟁력 있는 공급망이 미국 내에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
○ ‘Buy America’ 정책을 통해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과
세 방침
*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현지 생산은 미국산 전기차의 필수 조건

나. 중국의 정책 동향
□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배터리 선정
○ ‘중국제조 2025’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추진하며 전기차 및 신재생에
너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
- 2020년까지 중국 내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국 브랜드 배터리 제품을 100만
대 이상 판매할 계획
- 배터리 원가를 Wh당 0.8위안으로 낮추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중국화시키는 전략
- 리커창 총리는 2019년 3월 5일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국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 2025년까지 신차 판매의 2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에너지차의
무 생산제를 실시, 충전소 등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코로나19 악재로부터 내수시장을 살리고자 2020년 말 폐지하기로 했던 전기차 보
조금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함
○ 자동차공정학회는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
- 전기충전소 지원을 포함하는 1.4조 달러 규모의 신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20
년), 1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2025년까지 120만 개의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함
□ 2017년부터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에 대한 목표 달성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NEV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듀얼 크레딧 정책(New Energy
Vehicle dual credit system)’을 시행 중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평균연비는 4.0L/100km로 제한됨
- 2023년 NEV 비율이 18%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5년까지 NEV 비율은 20%로 설정
(New Energy Automobile Industry Plan 202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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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배터리 제조업체의 규모를 육성하는 정
책에서 이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발전19)
○ 먼저, 2015년 3월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규범 요건’을 발표하여 매년 합격 업체
(‘화이트 리스트’)를 공시하나, 외국계 기업은 배제하여 중국산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폐쇄적 육성 정책 추진20)
- ‘화이트 리스트’ 업체의 이차전지 이용이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전기차
업체들은 이차전지 공급사를 대부분 자국 로컬업체로 교체
○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 동안 생산능력의 80% 이상을 이용
한 기업에만 생산능력 확대를 허용
○ 그러나 공업정보화부는 201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 요건’에서 생산능력
기준을 폐지하고, 자동화, 정보화, 스마트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강조
□ 공업정보화부는 2020년 ‘신에너지차산업발전계획(2021~2035)(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을
발표하고, 2025년 및 2035년까지의 목표를 명시
- 2025년까지 배터리, 모터, 차량 운영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을 20%, 신에너지차 평균 전비 12KWh/100km 달성, 충전 편의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
- 2035년까지 신에너지 핵심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순수전기차의 신차 판매
주도, 공공부문 자동차 전면 전동화, 수소전기차 상용화 등을 추진
다. 일본의 정책 동향
□ 에너지 및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안정·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수
립하고 전기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지 응용 저변 확대
○ 이차전지 관련 정책 중 대표적인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2014), 수소기본전략(2017),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2018), 수소 2030 로드맵
(2018) 등이 있음
○ 에너지·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3E+S’ *기반의 ‘4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을 수립
하였으며, 글로벌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응함과 동시에 자국의 에너지시스템 혁신
19) 산업연구원, 「중국 리튬이온배터리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2021.08
20) 유종태,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이차전지」, KIST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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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안정성(Safety), 안전공급(Energy security),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적합(Enviroment
conservation)

□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수립
○ 수송부문에서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2030년
중반부터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2021년 1월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을 2030
년까지 $100/kWh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함
□ 차세대 전지개발 협력단체인 신에너지 및 산업기술 개발기구(NEDO)는 TOYOTA,
NISSAN, 혼다기술연구소 등 전고체 배터리 분야 주요 기업이 모두 참여한 올재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차세대 전지개발 협력단체인 신에너지개발기구(NEDO)를 중심으로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이차전지를 위한 재료 기술 개발’ 프로젝트(2018) 진행
○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이차전지를 위한 재료 기술개발’ 두 번째 단계를 공표, 9,000
만 달러 규모 전기차용 전고체전지 프로젝트 시작
○ 2022년까지 올재팬 프로젝트에 100억 엔(약 1,170억 원) 지원할 계획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 높은 자동차 가격구조, 짧은 주행거리, 충전설비
미비와 같은 주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대책 보조금(Clean Energy Vehicle, CEV)’과 전기차를 포함하여 환경성능이
뛰어난 자동차에 대한 ‘에코카 감세*(자동차 중량세 취득세)’ 및 ‘그린화 특례**(자
동차세 경차세)’와 같은 세제상 우대조치를 도입 운영
* 자동차 중량세 취득세 ** 자동차세 경차세

○ 정부 및 자동차 제조사들은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 기술 고도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수립한 ‘2
차 배터리 기술개발 로드맵 2013’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을 지원 중
○ 정부는 충전인프라 관련 구입비 및 공사비를 보조하는 ‘차세대자동차 충전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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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Next Generation Vehi
-cle, NeV)’는 해당 기금을 이용하여 급속충전 및 보통충전 인프라정비를 추진
- 지자체 별 충전계획 및 충전인프라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인프라 정비를
동반한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
- 충전인프라 구축 유형을 구분하여 충전기기 구입비의 1/2~2/3를 지원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자국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대한 지원 추진
○ 자동차(HONDA, NISSAN, TOYOTA 등) 및 배터리(Asahi-kasei, TORAY 등) 관련
업체의 차세대 전고체전지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라. EU의 정책 동향
□ 자동차 탄소배출규제 및 연비 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
기차로의 전환이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가속화
○ EU 역내 배터리 생산 경쟁력을 형성하고, 해외에 대한 기술적 의존 방지, 역내 배터
리 관련 일자리, 성장, 투자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
(EIB), 주요 산업 및 연구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럽배터리연맹(EBA*)을 발족21)
* European Battery Alliance

- 2029년까지 배터리 생산규모 300GWh까지 끌어올려, 2030년 글로벌 배터리셀 생
산 점유율을 16~25%로 확대하고자 함22)
○ EU의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는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들의 참
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을 ‘규
정(regulation)’의 형태로 제안
<표 2-11> EU 연도별 정책 동향
연도

정책명
EU집행위원회는 움직이는 유럽(Europe on the move) 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전한 모빌리티, 연결되고 자동화된 모

2018

빌리티, 청정 모빌리티를 강조하면서 청정 모빌리티의 일환
으로 ‘배터리에 대한 전략적 활동계획(Strategic Action Pl
an on Batteries)’을 발표

세부 내용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유럽 내
배터리셀 제조 지원 및 관련 투자,
배터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고숙련 노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EU 배터리셀 제조업 지원, EU 내
목표 및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2021.01
22) Kotra, 「미국·EU 정부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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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중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
2019

서 2019년 12월 녹색 전환을 위한‘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정책을 발표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2020

제목의 LEDS를 제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에
서 55%로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
ality)23)달성을 목표로 제시

립을 목표로 하며 하위 이니셔티
브인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
량(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 등을 수립하여,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고자 함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19990년 대비 60% 감소시키기 위
한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도
시지역에서의 내연기관 차량 절반
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단계적으
로 운행 금지할 계획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2021.01

□ 2019년 3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배터리의 개발을 통해 유럽이 기후 중립 사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유럽의 장기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인 ‘Battery 2030+’ 수립24)
○ 미래의 배터리를 개발을 위해 화학 중립적 접근 방식을 따르며, 특정배터리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배터리 디자인 및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포괄적
인 개발 도구(generic toolbox)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전은 배터리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저장 용량(kWh) 당 비용절감과 친환경 요
소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센서 기술과 자가 복원 기능을 배터리 셀에 통합
○ 현재의 리튬 기반 배터리 화학 기술, 산화᠊환원 흐름 배터리(RedoxFlow Battery)를
포함하는 차세대 리튬 배터리 그리고 미래의 배터리 화학 기술에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배터리 2030+에 따르면 6가지 배터리 연구 분야는 배터리 인터페이스 게놈(BIG),
재료 가속 플랫폼(MAP), 센싱(Sensing), 자가복원(Self-healing), 제조 용이성
(Manufacturability), 재활용성(Recylability) 부문임
○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는 2020년 9월부터 4,050만 유로 규모의 총 7개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25)
23) 탄소만을 포함하는 탄소중립과는 달리, 기후중립은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의미하는 포괄
적 개념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의 2030+ 배터리 로드맵」, 2021.04
25) 동 프로젝트들은 안전하고 최소한의 환경영향을 유발하면서 초고성능 출력이나 엄청난 저장용량을 갖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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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동향
□ 2021년 07월 ‘K-배터리 발전전략’ 발표하며 이차전지 글로벌 경쟁력 제고26)
○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고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
○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R&D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
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
-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
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
□ 2020년 12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2030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제시
○ 수송 부문은 2017년 기준으로 총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며,
이에 석유 연료 기반의 기존 수송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전환 계획
□ 중장기 국가로드맵 수립과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내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대 정책 시행
○ 2019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 2030년 국가로드맵』을 수립하여,친환경
자동차를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2030년까지 전기 수
소차 판매 비중을 33.3%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우리나라의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기지화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의 국내 생산 투자
로운 형태의 초고성능 배터리 발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26)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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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내 부품기업의 R&D 지원 등 투자매칭,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고도화 기술개
발, 이차전치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지원
- 내연기관차와의 cost-parity 달성을 위한 자동차 구매보조금, 수소연료 유통 인프라
개선 및 운송비 지원 등 보조금 혜택과 전기 수소차 대상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세제 지원
-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차량 보유 사업자의 수소버스, 수소택시, 전기화물차 등
구매 권고 및 우대 혜택 제공을 통해 상용차 전환 집중
- 매년 1,500기 구축하여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5만 기 구축을 목표로 하
며, 공동주택, 대형마트, 주유소 등 거점을 중심으로 구축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를 위한 투자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2020.5)을
공개하며 주력산업인 이차전지를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여 차세대 기
술선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유연 이차전지 나노소재, 고신축성 투명전극, 고용량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위한
나노소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박막화·소형화·정밀화 제품 및 고용량·고출
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기술선점을 위해 이차전지용 바인더 및 양·음극재, 고출력
전력변환장치 등의 산업 고도화 지원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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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차전지 시장 동향

1. 국외 시장동향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하여 2020년 461억 불에서 2030
년 3,517억 불로 향후 10년간 8배 성장 전망
○ COVID19 발생 이후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전기차 판매 추정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12만대에서 2020년
299만대로 늘어났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68% 늘어난 263만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 지속
○ 성장을 주도하는 곳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전기차 판매 침투율이
2019년 2~3%대에서 ‘21년 상반기에는 10%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
- 전기차 보급이 가장 가파른 곳은 노르웨이로 2021년 1~7월 車 판매량의 58% 차지
○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2021년 1~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
한 180만대를 기록하는 등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짐

[그림 2-5]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 BEV+PHEV 기준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2021.05

○ 리튬이온전지는 2020년 235억 2,262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8.79%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56억 2,93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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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이차전지 세계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TechNavio, Global Secondary Battery Market, 2021

○ 세게 이차전지 응용분야별 시장규모는 IT소형기기 중심에서 ESS 및 전기차까지 다
양한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28)
- 전기차용 이차전지(EVB)는 2020년 304억 불에서 2025년 1,507억 불, 2030년 3,047억
불로 향후 10년간 10배 성장 전망

<표 2-12> 글로벌 리튬이온 분야별 시장 전망
(단위 : GWh,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기차

118

143

247

404

603

835

ESS

11

20

29

46

67

94

IT

64

58

69

79

83

86

Total

193

221

345

529

753

1,015

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2021.06
28) SNE Research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올해 330GWh에서 2025년 1438GWh, 2030년 4028GWh로 늘
어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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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115

1,47

1,752

2,156

2,651

3,257

36.7

127

160

193

229

263

302

31.2

90

93

98

102

106

111

6.7

1,332

1,660

2,043

2,487

3,020

3,670

32.4

(2019~2030)

주 : 2021년~2030년은 전망치, 성장률은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출처 : 신유리,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시장트렌드 및 기술 개발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09

□ 2020년, 한국이 44.1%, 중국 33.2%, 일본 17.4% 차지하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5% 점유29)
○ 에너지밀도 등 전지 제조기술 수준은 3국이 유사(250~300Wh/kg)하나, 생산성(품
질관리수준)은 한국, 가격(생산단가)은 중국이 다소 우위
<표 2-13>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
(단위 : GWh)
순위

제조사명

1
2
3
4
5
6
7
8
9
10

CATL
LGES
파나소닉
BYD
SK On
삼성SDI
CALB
Guoxuan
AESC
EVE
기타
합계

2020.1~11
28.5
27.1
23.0
7.7
6.6
7.0
2.7
2.0
3.3
0.9
9.5
118.3

2021.1~11

성장률 (%)

79.8
51.5
31.3
22.5
14.6
11.3
6.8
5.3
3.6
2.7
21.4
250.8

180.1
90.0
36.5
192.1
119.3
60.7
155.2
167.4
7.5
211.1
125.8
112.1

2020점유율

2021점유율

(%)

(%)

24.1
22.9
19.4
6.5
5.6
6.0
2.3
1.7
2.8
0.7
8.0
100.0

31.8
20.5
12.5
9.0
5.8
4.5
2.7
2.1
1.4
1.1
8.5
100.0

출처 : SNE Research

- CATL의 높은 점유율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우호 정책 및 배터리 산
업 지원 아래 강력한 내수시장의 영향이 있음
29) 관계부처 합동,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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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 역내 배터리 수급 전망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2021.05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구성요소에 따라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분류됨
○ 음극은 2021년 56억 9,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1.7%로 증가하여, 2025년에
는 171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양극은 2021년 40억 6,3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3.9%로 증가하여, 2025년에
는 9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8] 이차전지 소재별 원가구조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2021.05

- 소재별 원가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량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고가격 원소인
Co 대신 1/5 수준의 저렴한 Ni로 치환하는 추세30)
※ 리튬 가격은 2022년 사상 최고로 높을 것으로 보임

30) 양극재는 전지의 고에너지밀도화와 저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함유하는 금속소재의 가격변동에 따라 양
극재 원가는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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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이차전지 주요 메탈 가격 추이
출처 : 삼성증권, 「글로벌 2차전지 EV 배터리 전략과 산업이슈」, 2022.01

- 최근 양극재료 가격 상승으로 2018년 기준 4대 재료비 비중이 72%까지 상승하였으나,
양극재의 소재 변경이 꾸준히 진행되고 재료별 효율성 제고로 비중이 하락세로 전
환할 것으로 예상

[그림 2-10] 글로벌 리튬이온전지 소재별 수요 전망
출처 : Frost & Sulllivan, 「Global Lithium-ion (Li-ion) Battreies Market, Forecast to 2025」, 2019.10

[그림 2-11] 리튬이온전지 가격 전망
출처 : Frost & Sulllivan, 「Global Lithium-ion (Li-ion) Battreies Market, Forecast to 2025」,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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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질은 2021년 108억 2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2.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45억 7,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분리막은 2021년 67억 7,1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4.0%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0억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기차 원가절감 및 성능 확보를 통해 자동차 OEM의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 수준 상승31)
○ 완성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자체 생산까지 목표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단독 사업화는
어려울 전망
-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춘 배터리 제조사에 비해 단가 면에서 불리하며, 기술적 난
이도와 대규모 설비자금 소요 등으로 신규 진입 어려움
○ (테슬라) PANASONIC과의 협업 외에도 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인수하였으며, 2020년
에는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
- 테슬라는 PANASONIC과 함께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증설
- Maxwell(美 배터리 업체), Hibar Systems(美 배터리 장비업체), ATW 오토메이션
(獨배터리 조립업체)을 인수
○ (TOYOTA) 자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 및 기술개발에 1조 5000억엔을 투
자하여 현재 60GWh인 생산능력을 ‘30년까지 200GWh로 확대할 계획
○ (폭스바겐)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Northvolt와 협력관계 강화터리 생산 내재화를
통해 2030년까지 연산 240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
- 2030년까지 150억 유로를 투자해 24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을 내재화할 계
획으로 40GWh 규모의 셀 공장 6개를 신설할 예정
○ (DAIMLER) 400억 유로를 투자해 배터리 전문 제조사와 합작하여 유럽 및 미·중
등에 총 200GWh 규모의 8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
- 최근 스텔란티스와 TotalEnergies의 배터리 셀 생산 합작법인인 ACC의 지분 33%
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셀 개발 및 생산을 추진
○ (GM, Ford) GM은 LGES과, Ford는 SK 온과 미국 내 합작사 설립
○ (BMW, 현대기아차) BMW는 배터리 자체 생산기술 확보 노력중이며, 현대기아차
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주력
31) 하나금융연구소,「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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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배터리 수급률 전망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2021.05

□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9년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며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MEA), 남미 순으로 이어짐. 2025년까지 상기 5개 지역이 2019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점유율 전망(‘25년) : APAC 57.85%, 유럽 18.65%, 북미 18.10%, MEA 2.90%, 남미
2.49%

<표 2-14> 국가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남미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42,070

46,490

51,900

58,610

66,970

77,580

87,665

13.0

17,060
16,070

18,160
17,180

19,500
18,550

21,200
20,270

23,310
22,400

25,980
25,100

28,266
27,434

8.8
9.3

2,990

3,130

3,300

3,510

3,780

4,120

4,392

6.6

2,490

2,620

2,780

2,980

3,220

3,520

3,773

7.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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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장동향
□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은 2019년 2조 3,314억 원에서 2025년 6조 3,301억 원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2-15>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국내시장

2019
23,314

2020
25,767

2021
29,045

2022
33,600

2023
38,155

2024
46,579

2025
63,301

CAGR
14.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2-2024」

□ 현재 한국의 주력 시장인 유럽은 역내 공급망 구축에 따른 경쟁심화
○ 유럽 등 국내 주력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5.9%에서 2021년 1~8월 34.%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유럽은 미래차 혁신주도
및 성장산업 고용창출을 위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배터리 제조업 신규 진출이 활발
※ 노스볼트(스웨덴), 브리티시볼트(영국), Verkor(프랑스), Freyer(노르웨이), InoBat(슬로바키
아), Italvolt(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유럽 내 배터리 스타트업

○ 테슬라, 폭스바겐, PSA 등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내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ATL, Farasis,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진출을 확대
□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생
산시설 투자를 진행
○ 현재 전기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 이어 미국이 후발 주자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美 자동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 세움
- 2025년 미국 배터리 시장은 250~300GWh 수준으로 유럽의 8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경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1,000GWh, 유럽이 900GWh, 미
국이 800GWh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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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주요국별 배터리 시장 전망
출처 : IBKS RESEARCH, 「2차전지」, 2021.05

○ LGES, SK 온 등은 미국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2022년 양산이 시작
- LGES은 GM과의 JV를 통해 美 오하이오주·테네시주에 70GWh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능력을 145GWh로 확대할 예정
- SK 온은 미국 테네시주·켄터키주에 Ford와 함께 배터리 생산 및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해 약 13조원을 투자할 계획
※ 양 사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예상 배터리 생산능력은 129GWh로 ‘25년 가동이 목
표이며 조지아 1공장은 9.8GWh 규모로 ’22년 양산 예정

□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계획에 따라 부품과 소재 업체들도 설비 증설될 전망임
○ 국내 배터리 생산 규모는 2019년 103.6GWh에서 2025년 421.7GWh로 연평균 26.4%
증가가 예상됨
○ 현재 배터리 셀 업체들은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증설 규모는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물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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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주요 배터리 업체 생산 능력 전망
출처 : Frost & Sulllivan, 「Global Lithium-ion (Li-ion) Battreies Market, Forecast to 2025」, 2019.10

□ 2020년 12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52% (YoY) 증가한 25.8GWh를 기록했고, 업체별
출하량은 LGES 6.9GWh(+366%), CATL 6.1GWh(+17%), PANASONIC 4.1GWh(-8%),
BYD 1.8GWh(+46%), 삼성SDI 1.4GWh(+166%), SK 온 1.2GWh (+676%) 순

[그림 2-15]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
출처 : S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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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술수준 분석
1. 분석 범위
□ 2021년 11월까지 출원 공개 및 등록된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유럽
(EPO), 중국(SIPO), 국제특허(WIPO)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함
※ 본 조사는 WINTELIPS 검색 DB를 주요하게 사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함

가. 기술분류체계
□ 과학기술예측기반강화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였음
○ 중분류 및 소분류 기술체계별 정량분석을 실시함
<표 2-16> 분석대상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NCM, NCA 양극재(AAA)
LMO 양극재(AAB)

리튬이온전지
(AA)

LFP 양극재(AAC)
실리콘 음극재(AAD)
리튬금속 음극재(AAE)
무음극(AAF)

차세대 리튬이온전지
(AB)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A)

후막 전극(AAG)
리튬-황 전지(ABA)
리튬-공기 전지(ABB)
황화물계(ACA)

전고체 전지
(AC)

산화물계(ACB)
고분자계(ACC)
복합재(ACD)
Na계열(ADA)
Zn계열(ADB)

기타
(AD)

Al계열(ADC)
K계열(ADD)
dual ion계열(ADE)
flexible battery(ADF)
생분해성(A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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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키워드 및 검색식 도출
□ 특허검색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전담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키
워드를 조합하여 각 소분류 기술별 검색식을 작성함

<표 2-17>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NCM, NCA
양극재(AAA)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 리튬이
LMO 양극재(AAB)
지
온전지
상용화 (AA)
기술
(A)

LFP 양극재(AAC)

검색식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Li" "Li-ion*"
lithium* (lithium* adj ion*) 리튬* 리툼* 리티움* 리티윰*
리듐* 리디움*)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and(양극* 양전극* 캐소드* 케소드* 캐
쏘드* 케쏘드* 정극* 포지티브* 파지티브* 플러스* 프라스
* positi* plus* cathod*) and("NCM" "NCA" (("Li" lithium*
리튬*) and ("Ni" nickel* 니켈*) and ("Co" cobalt* 코발트*)
and ("Mn" mangan* 망간* 망가* "Al" aluminium*
aluminum* 알루미늄* 알루미눔*))))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Li" "Li-ion*"
lithium* (lithium* adj ion*) 리튬* 리툼* 리티움* 리티윰*
리듐* 리디움*)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and(양극* 양전극* 캐소드* 케소드* 캐
쏘드* 케쏘드* 정극* 포지티브* 파지티브* 플러스* 프라스
* positi* plus* cathod*) and("LMO" (("Li" lithium* 리튬*)
and (("Mn" mangan* 망간* 망가*) near (산화물* 옥사이드*
옥시드* 옥싸이드* 옥씨드* oxid* "O2*" "O4*"))) 스피넬*
spine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Li" "Li-ion*"
lithium* (lithium* adj ion*) 리튬* 리툼* 리티움* 리티윰*
리듐* 리디움*)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and(양극* 양전극* 캐소드* 케소드* 캐
쏘드* 케쏘드* 정극* 포지티브* 파지티브* 플러스* 프라스
* positi* plus* cathod*) and("LFP" (("Li" lithium* 리튬*)
and ("PO4" 인산* 포스페이트* phosph*) and ("Fe" 철*
iron* ferro* ferri*)) 올리빈* olivine*))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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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식

실리콘
음극재(AAD)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Li" "Li-ion*"
lithium* (lithium* adj ion*) 리튬* 리툼* 리티움* 리티윰*
리듐* 리디움*)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and((음극* 음전극* 부극* 네거티브* 아
노* 애노* 에노* negativ* anod*) near5("Si" silicon* 실리콘
*
규소*)))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리튬금속
음극재(AAE)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Li" "Li-ion*"
lithium* (lithium* adj ion*) 리튬* 리툼* 리티움* 리티윰*
리듐* 리디움*)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and((음극* 음전극* 부극* 네거티브* 아
노* 애노* 에노* negativ* anod*) near2(("Li" lithium* 리튬
*) near (금속* 메탈* 합금* metal* alloy*)))) ("리튬금속전지
*" "리튬 금속 전지*" "리튬금속전지*" (("Li" lithium* 리튬
*) near (금속* 메탈* metal*) near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 electrolysis*)).key. and (H01M*).IPC.

무음극(AAF)

((무음극* 음극-프리* anodefree* anode-free* anodeless*
anode-less* ((음극* 음전극* 부극* 네거티브* 아노* 애노*
에노* negativ* anod*) near (프리* free* 리스* 레스*
less*))) and(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 (H01M*).IPC.

후막 전극(AAG)

((후막* (thick* near film*) ((건식* dry*) near (전극* 일렉트
로드* electrod* 양극* 음극* 정극* 부극* 극판* 캐소드*
캐쏘드* 애노드* 에노드* cathod* anod* positive*
negative* 필름* 박막* film* 코팅* coat*)))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lithium* 리튬* 이
차* 2차* secondary*) near2 (전지* 배터리* 밧데리* 건전지
* 베터리* 밧대리* batter* 바테리* 빳데리* 밧테리* 바데리
* 바떼리* 베떠리* 배테리* 바대리* 바태리* 빠떼리* 밧태
리* 베타리* 배타리* 벳터리* 빼터리* 받데리* 바때리* 빳
대리* cell*)).key,cla,dsc. and (H01M*).IPC.

차세대 리튬-황
리튬이 전지(ABA)
온전지
(AB)
리튬-공기
전지(ABB)

((리튬황* "리튬-황*" ((리튬* lithium*) near (황* 설퍼* 술
퍼* sulfur* sulphur*))) and(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 (H01M*).IPC.
((리튬공기* 리튬에어* "리튬-공기*" "리튬-에어*" ((리튬*
lithium*) near (공기* 에어* air*))) and(전지* 배터리* 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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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황화물계(ACA)

검색식
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 (H01M*).IPC.
((전고체* 전고형* 고형* 전고상* 고체* 솔리드* 고체전해*
전고체전해* ((전고체* 전고상* 전고형* 고체*) near 전해*)
고형전해*
고형전해질*
고상전해*
고체전해*
(All-Solid-State*) (Solid-State*) (All near Solid near State*)
(solid-electroly*) (solid* near2 electroly*)) and (전지* 배터
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황화* 설파
이드* 술파이드* 설피드* 설폭* sulfid* sulphid* 아지로다이
트* argyrodite* "LPSCl" "LGPS" "LPS") near4 (전해질* 전
해액* electrolyte*))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cla. and (H01M*).IPC.

산화물계(ACB)

((전고체* 전고형* 고형* 전고상* 고체* 솔리드* 고체전해*
전고체전해* ((전고체* 전고상* 전고형* 고체*) near 전해*)
고형전해*
고형전해질*
고상전해*
고체전해*
(All-Solid-State*) (Solid-State*) (All near Solid near State*)
(solid-electroly*) (solid* near2 electroly*)) and (전지* 배터
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산화물* 옥
사이드* 옥시드* 옥싸이드* 옥씨드* oxid* 페로브스카이트
* perovskite* "LLTO" 가넷* garnet* "LLZO" "NASICON")
near4 (전해질* 전해액* electrolyte*))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cla. and (H01M*).IPC.

고분자계(ACC)

((전고체* 전고형* 고형* 전고상* 고체* 솔리드* 고체전해*
전고체전해* ((전고체* 전고상* 전고형* 고체*) near 전해*)
고형전해*
고형전해질*
고상전해*
고체전해*
(All-Solid-State*) (Solid-State*) (All near Solid near State*)
(solid-electroly*) (solid* near2 electroly*)) and (전지* 배터
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고분자* 폴
리머* polymer*) near (전해질* 전해액* electrolyte*)) not
(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cla. and
(H01M*).IPC.

복합재(ACD)

((전고체* 전고형* 고형* 전고상* 고체* 솔리드* 고체전해*
전고체전해* ((전고체* 전고상* 전고형* 고체*) near 전해*)
고형전해*
고형전해질*
고상전해*
고체전해*
(All-Solid-State*) (Solid-State*) (All near Solid near State*)
(solid-electroly*) (solid* near2 electroly*)) and (전지* 배터
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key. and(((복합* 혼성*
하이브리드* composite* hybrid* 유무기* 유-무기*
(organic* near inorganic*)) near2 (전해질* 전해액*
electrolyte*))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cla. and (H01M*).IPC.

전고체
전지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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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기타
(AD)

소분류

검색식

Na계열(ADA)

((("Na" natrium* sodium* 나트륨* 소듐* 소디움* 소디윰*)
near(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공
기* 에어* air*) near(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
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Zn계열(ADB)

((("Zn" zinc* 아연* 징크*) near(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공기* 에어* air*) near (전지* 배
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Al계열(ADC)

((("Al" aluminium* aluminum* 알루미늄* 알루미눔*) near(2
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공기*
에어* air*) near(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 "Ni" nickel* 니켈*)).key. and (H01M*).IPC.

K계열(ADD)

((("Ka" kalium* 칼륨* 포타슘* potassium*) near(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공기* 에어* air*)
near(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
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dual ion계열(ADE)

(((듀얼* 이원* 2종* dual*) near2(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흐름*)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
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 (연료* fuel* "SOFC" 수전해
* electrolysis*)).key. and (H01M*).IPC.

flexible
battery(ADF)

(((플렉시블* 플렉서블* flexible* 가요성* 가변형*) near2(2
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 (H01M*).IPC.

생분해성(ADG)

(((2차* 이차* 세컨* second* rechargeabl* 이온* "ion")
near2 (전지* 배터리* 베터리* 바테리* 밧테리* 밧데리* 밧
대리* 전기화학* 셀* cell* batter* electrochemical*)) not(연
료* fuel* "SOFC" 수전해* electrolysis*)).key. and(생분해*
생-분해* 바이오분해* biodegrad* bio-degrad*).key,cla,dsc.
and (H01M*).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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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및 검색식을 적용하여 얻은 로데이터(Raw Data)에서 동사업과 무관한 내
용의 노이즈 특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노이즈제거 기준을 토대로 각 소분류
별 국가별 유효특허를 추출함

<표 2-18> 유효특허 선별결과
대분류

중분류

리튬이
온전지
(AA)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
지
상용화
기술
(A)

차세대
리튬이
온전지
(AB)
전고체
전지
(AC)

기타
(AD)

소분류

국가별
EPO
SIPO

KIPO

USPTO

JPO

NCM, NCA
양극재(AAA)

PCT

계

635

674

939

319

2,058

705

5,330

LMO 양극재(AAB)

171

150

347

LFP 양극재(AAC)

110

117

249

81

355

125

1,229

69

846

119

1,510

실리콘 음극재(AAD)

735

497

리튬금속
음극재(AAE)

1,033

192

1,932

83

4,472

247

146

174

60

455

162

1,244

무음극(AAF)

14

23

4

8

26

17

92

후막 전극(AAG)

18

26

12

9

24

19

108

리튬-황 전지(ABA)

379

357

209

168

2,039

347

3,499

리튬-공기 전지(ABB) 192

176

114

61

301

80

924

황화물계(ACA)

310

382

642

133

564

207

2,238

산화물계(ACB)

166

249

350

85

519

120

1,489

고분자계(ACC)

132

161

92

71

465

147

1,068

복합재(ACD)

47

52

25

18

345

34

521

Na계열(ADA)

209

150

222

55

1,546

211

2,393

Zn계열(ADB)

58

75

60

39

618

98

948

Al계열(ADC)

17

28

18

9

199

28

299

K계열(ADD)

9

7

17

3

177

15

228

dual ion계열(ADE)

0

1

4

0

46

4

55

flexible battery(ADF)

74

44

51

19

184

36

408

22

1

생분해성(ADG)

4

1

0

1

총계

3,527

3,317

4,562

1,400 12,721 2,558

29
2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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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기술 동향 분석
가. 주요 국가별 연도별 출원동향
□ 동 사업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행태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
고 2017년 이후 최근 구간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출원 증가가 나타남
○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3,276건(14%), 미국(USPTO) 2,89 9
건(13%), 일본(JPO) 4,347건(19%), 유럽(EPO) 1,316건(6%), 중국(SIPO) 9,071건(39%),
국제특허(WIPO) 2,177건(9%)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중국이 가장 많은 특
허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의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중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의 출원도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KIPO)은 분석구간 초기부터 2009년까지 연 50건 내외의 타 국가 대비 적은
건의 특허를 출원하다가 2010년부터 100건 이상의 특허를 매년 출원하며 현재까
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USPTO)의 경우,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까지 연 50건 내외의 적은 건의
특허를 출원하다가 2010년 이후 가파른 출원 증가 경향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꾸
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전체 구간에서 LG CHEM, SAMSUNG SDI,
SANYO ELECTRIC 등의 기업이 다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JPO)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에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
나, 201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소 증가도가
정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EPO)의 경우, 출원건수가 타 국가 대비 미미하여 전체 특허기술의 증감 추세
를 주도하는 구간 또한 나타나지 않으나, 유럽 특허 자체의 기술적 중요도를 고려
하여 다출원기관 및 유럽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출원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음
※ 유럽 특허에서 분석 초기부터 최근까지 LG CHEM, SUMITOMO METAL
MINING, UMICORE 등 기업의 출원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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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SIPO)은 분석구간 초기부터 2008년까지 연 50건 내외의 적은 건의 특허를 출
원하다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폭발적인 출원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 특허기술
의 출원 증감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에 중국은 일본에 비해 적은 출원 건수를 나타내었으나, 2013
년 이후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원 증가도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16] 연도별 주요 특허 출원국 특허출원현황

[그림 2-17] 주요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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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기술 성장단계
□ 동 사업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분석하고자, 전체 분석구간 20년을 4년 단위 5개 구
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2000년~2003년), 2구간(2004년~2007년), 3구간(2008년~201 1),
4구간(2012년~2015년), 5구간(2016년~2019년)을 설정하였음

[그림 2-18]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TOTAL) 특허기술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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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의 성장단계는 그래
프 상에서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본 과제기술분야는 성장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1구
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성장기 단계의 형태가 장기간 나타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두 성장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유럽, 중국
은 분석 대상 데이터가 각각 1,316건, 9,071건으로 분석의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려움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77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가.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1) 리튬이온전지(AA)

[그림 2-20]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리튬이온전지(AA)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까지 완
만한 형태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최근까지 급격한 출원 증가세가
나타남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가파른 출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출원
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동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리튬이온전지(AA)의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1,801건(15%),
미국(USPTO) 1,490건(12%), 일본(JPO) 2,662건(22%), 유럽(EPO) 705건(6%), 중국
(SIPO) 4,338(36%), 국제특허(WIPO) 1,034건(9%)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중
국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의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중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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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리튬이온전지(AB)

[그림 2-21]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차세대 리튬이온전지(AB)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0년
까지는 적은 건의 출원이 이어져오다, 이후 2015년까지 급격한 출원 증가세를 보이
며 다소 주춤하다 최근구간에 접어들면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남
○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동향이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차세대 리튬이온전지(AB)에 대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536건(15%), 미국(USPTO) 489건(13%), 일본(JPO) 316건(9%), 유럽(EPO) 221건(6%),
중국(SIPO) 1,708건(47%), 국제특허(WIPO) 388건(10%)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
은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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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고체 전지(AC)

[그림 2-22]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전고체 전지(AC)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급격히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전고체 전지(AC)에 대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593건
(14%), 미국(USPTO) 653건(16%), 일본(JPO) 1,014건(25%), 유럽(EPO) 270건(6%), 중
국(SIPO) 1,176건(29%), 국제특허(WIPO) 406건(10%)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큰 차이 없이 뒤를 잇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6년까지는 일본의 흐름이 전체 동향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이후 최근까지는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동향이 폭발적으
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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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AD)

[그림 2-23]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 기타(AD)의 전체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분석구간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7년부터 최근까지 빠르게 출원이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남
○ 기타(AD)에 대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KIPO) 346건(10%), 미
국(USPTO) 267건(8%), 일본(JPO) 355건(11%), 유럽(EPO) 120건(4%), 중국(SIPO)
1,849건(56%), 국제특허(WIPO) 349건(11%)의 특허가 출원되어, 본 기술은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구간 초기부터 2013년까지는 일본의 출원이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인 증가세를 나타
내면서 전체 특허 동향 형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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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 동 사업의 특허기술 성장단계를 분석하고자, 전체 분석구간 20년을 4년 단위 5개 구
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2000년~2003년), 2구간(2004년~2007년), 3구간(2008년~201 1),
4구간(2012년~2015년), 5구간(2016년~2019년)을 설정하였음

[그림 2-24]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AD기술)

○ 리튬이온전지(AA)의 성장단계는 그래프 상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
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출원건수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남
○ 차세대 리튬이온전지(AB), 전고체 전지(AC) 및 기타(AD) 기술의 성장단계는 그래프
상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항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1구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성장기 단계의
형태가 장기간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별 성장단계는 전체 성장단계 형태와 유사하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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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이차전지 분야가 당면한 산업적·사회적 배경을 통해 문제와 이슈를 제시
하고 있음
○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진이 정리한 문제와 이슈는 아래와 같으며, 기술적
난제와 산업적 현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표 3-1> 동 사업이 제기한 문제이슈 정리 (기획보고서 재정리)
주요 이슈
1. 이차전지 한계 봉착
: 성능한계, 안전성 문제
2.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경쟁 가속화
: 고성능, 고안전, 경량/친환경, 고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3.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경쟁력 부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의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위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각 전지의 기술 이슈 해결이 필요. 이로 인해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4. 공급망(소부장) 부재
: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부재로 新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국내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다수 존재하나, 상용 이차전지 기업이 대부분이며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는 부족
5. 전지업계(셀제조, 소·부·장) 간 협력생태계 미흡 및 수요업계와의 연계 부족
: 전지업계 간 기술 협력과 수요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더딘 상황임

○ 제기된 문제·이슈는 크게 기술적 이슈(1, 2, 3)와 산업적 이슈(4, 5)로 정리되며,
이러한 이슈는 대체로 아래의 세 가지 상황 인식에 기인함
① 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도 이차전지는 기술적 난제에 봉착해 있음
② 그간 요소 위주의 연구개발로 인해 기업의 상용화에 한계가 있음
③ 소부장 및 전지·제조 기업들이 차세대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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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산업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적 이슈 인식은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당면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자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육성이 긴요하다는 점이 인정됨
- 그간 지속적인 민간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전지제조사의 이차전지 수주액은 100
조원을 초과 (2020년)하였으며, 산업적 파급효과도 높음
- 특히 동 분야가 기술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며 소재, 공정 등의 변화가
빠르므로, 소재·부품·장비 단위부터 과학기술 투자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주요 산업적·사회적 정황을 미루어볼 때 상황 인식
①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환경 규제의 가속화와 제품의 친환경화로 인해 수송수단 전동화 및 고용량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한계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폭발이슈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 난제 해결이 요청됨
- 그러므로 시장과 사회·환경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투자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산업 수요와 공급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 제기는 적절하나, 요소 기술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상용화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가능함
○ 상황 인식 ②의 경우 연구개발이 상용화를 지향함으로서 수요-공급 연계성 강화
가 산업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음
- 기술 개발이 개별 요소 수준에서 최종 제품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투자 효율성을 저
하시킬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함
- 또한, 수요처의 참여를 통해 신속한 니즈를 확인하고 제품에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됨
○ 그러나 차세대 분야에서 문제·이슈가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난제 극복’을
요청하는지, ‘대량 상용 제품화 투입’을 요청하는지 불분명함32)
- 현재 이차전지 분야 기술 개발의 주요 주제인 소재 합성, 거동 규명이나 부반응 제어,
32)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상용화’를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셀/팩을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까지 제조하고 시제품 단계의 실증까지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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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확보 등은 대부분 제품에서의 성능, 신뢰성 그리고 수명 개선과 연결되어있음
- 또한, 이차전지 셀 적용 연동은 기술적 난제 확인과 개선에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이러한 실증은 기존의 연구개발에서도 관찰되는 연구개발 방식임
- 이처럼 차세대 분야에서 원천 소재부품을 중심의 연구개발은 상용화를 위한 난제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셀 적용을 통한 성능 평가와 상용화 공정
투입은 기술준비와 연계/실증 방안 수립 수준의 구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상용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셀/팩 단
위의 대량 제품화 개발’과 개념적으로 동일시할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제시된 바와 같이 그간 투자되어온 원천기술성과의 상용화가 제한적이었다면, 그러
한 비효율적 투자 원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우선 요구됨
- 특히 대량, 대면적, 고효율 등 민간의 양산 관점에서 해결을 요청하는 상용화 난제
가 무엇인지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용화에 적용될 요소기술이 민간이
수용할 수준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셀/팩 개발 과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33), 실
질 연구 활동은 소재·부품 개발로 환원될 수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기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적용을 병행함으로서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
나, 이를 통해 상용화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수 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일정 수준의 원천 소재기술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고도화하는 것과 실제 응용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아울러 해당 기술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이를 시제품에 적용함으로서 제
조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

[그림 3-1] 동 사업의 추진범위 (출처 : 부처 소명자료)
- 그러나 동 사업이 표방하는 상용화가 시제품 개발이 아닌 제품단위의 양산 이전단
계까지를 아우른다는(TRL 8) 측면에서, 상용화 기술개발을 제품단위 개발투입과
동일시하는 주관부처의 논리는 비약적인 측면이 있음
33) 1차 추가제출자료 p.6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상용화 연구개발 특징이 기확보된 요소기술 확보 성과를 연
계하여 셀/팩 단위까지 개발하는 과제에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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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사업의 4대 전략분야별 기술수준과 소재, 공정, 응용처 상황이 상이함에도
일괄적으로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표현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더구나 소재 원천기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개발 투입을 통해 상
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명은 상용화 투입과 기술 난제 해결 간 인과관계를 불
분명하게 한 측면이 있음
- 결국, 동사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존 소재부품 기술개발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명자료 역시 기존 TRL에 원천기술 단위(TRL4)를 추가하여 제시함
※ 기획보고서에서는 동사업의 범위를 TRL5단계에서 시작한다고 계획한 바 있음

□ 제시된 기술적 이슈인 성능·안전성·확장성·환경성은 이차전지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적 요건임이 인정되며, 개별 이슈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만큼
해결대상과 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함
○ 주관부처는 고안전, 경량/친환경 특성을 고성능 구현34)을 기본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기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라 판단됨
○ 안전성 확보는 이차전지 상용화 전반의 이슈로서 전체 세부 활동에서의 목표와
내용에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청됨
- 주관부처는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체 전해질 기반 이차전지를 개발하겠
다고 제시하였으나 안전성 이슈는 특정 형태의 이차전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더구나 사업 전반의 목표인 고에너지 밀도 확보가 안전성과의 상충35)관계가 존재함
을 감안할 때 안전성 이슈를 특정 과제 소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그러므로 상용화를 상정하는 전략과제는 성능 확보와 함께 부반응, 팽창, 발화 등 안
전성에 대한 구체적 이슈 설정과 해결 방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함
○ 고확장 이슈는 성능 이슈와 개념적인 중복성이 있으나, 범용성을 지향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수요처와의 면밀한 협력 관계가 요청됨
- 주관부처는 고확장의 의미를 사용환경 한계의 극복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온도나
작동 특성을 극복하고 성능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측면이라 설명함
- 동시에 제시된 환경 조건의 가혹성을 비추어볼 때 모든 이차전지가 제시된 고/저온
및 벤딩 환경에서 작동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이슈는 모든 이차전지가 달

34) 고성능 이슈를 350 Wh/kg 이상의 에너지 밀도 달성이라고 설명함
35) Trade off : 특정 속성의 향상이 다른 속성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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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36)
- 따라서 해당 이슈는 수요처와의 면밀한 공동 검토를 통해 작동 조건, 요구 성능,
수명과 신뢰성의 기준 등을 설정하고 특성에 맞는 실증 계획 수립이 우선 요청됨
○ 환경성 이슈는 연구개발과 규제 양 측면이 존재하며 소재, 공정뿐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점검 하에 구체적인 연구개발 요소 도출이 먼저 요청됨
- 주관부처는 친환경 이슈의 배경에 대해 리튬-황전지가 가진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건식 제조공정과도 일부 연관된다고 설명함
- 이는 최근 이차전지의 자원~공정 전반의 환경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에 요구되는 친환경성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더구나 환경성은 상용·차세대 산업 전반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자 최근 지속가능한
소재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이슈이며, 특정 형태의 전지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므로
주관부처의 체계적인 접근이 우선 요청됨
□ 산업적 이슈(4, 5)의 경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기업 네트워크 강화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 추진 이슈로 식별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모호함
○ 부품산업의 특성상 이를 구성하는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력 제고의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담당하는 소부장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청됨
○ 다만 이러한 산업적 이슈들은 차세대 주력산업에서 제기 가능한 일반적 이슈들로
서 단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부재에 기인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 주관부처는 차세대 분야에 특화되어 안정적인 공급역량을 확보한 전문기업이
없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기존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책이 존재함
- 소부장 기업의 역량 역시 전략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이 논의되는 이슈로서 연구개
발 사업 및 전략 산업 지정 등을 통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진행 중임
□ 제시된 문제/이슈는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는 제기된 이슈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요소와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됨
36) 상용 이차전지가 특정 온도조건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확장성보다는 성능 개선에 가까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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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화/상용화 기술 투자는 주관부처의 역할이며 다양한
지원 방책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타당성이 존재함
○ 그럼에도 동 사업의 문제/이슈에서 제기한 차세대 분야에 대한 주관부처의 투자
전략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주관부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향후 6~7년간 안정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
이라고 판단하며, 10년 이후 상용화 기술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면서도 단기 상용화 대응이 요구되는37) 리튬이온전지 분야의 고도화 연구개발
을 ‘차세대 분야’에 편입시킴으로써 제시된 전략을 모호하게 하였음38)
○ 더구나 차세대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는 주관 부처 뿐 아니라, 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연관 부처 간 역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용화’ 연구개발
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사항임
- 상용화가 소재 단위 기술의 난제 해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원천기술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책 마련이 요구됨
○ 그러므로 제기된 기술적 이슈는 그간 확보한 기술 역량 간 시너지와 이를 상용화에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기초-응용-개발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수요-공급간 시너지가 중요한 소재·부품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할 때 차세대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적 협력방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요청됨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신소재 기반 소재 기술, 원천기술은 과기부 주도로, 전지 제
조기술, 전지 성능 향상기술은 산업부 주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으
나,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2021.6)과 「2030 이차전지 산업
(K-Battery) 발전전략」(2021.7)을 근거로 이차전지 유관부처간 역할이 구분 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음

37) 2차 추가제출자료 p.9
38) 주관부처가 차세대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 인용한 원자료나 ‘이차전지 발전전략’(2021.7)과는 달리 동 사업은
상용 LIB 분야의 고도화를 동 사업의 ‘차세대’ 범주에 포함 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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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과 2030 이차전지 발전전략 (출처 : 부처 소명자료)

- 하지만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2021.6)은 양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타를 준비 중이던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 사업’(과기부)과 동
사업(산업부)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전략」(2021.7) 역시 정책 이행수단으로서의 사업들을 명시한 것으로, 기술이나
단계 또는 목적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더구나 ‘원천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제시한 것은 해당 용
어의 정의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구분이라 판단됨39)
- 무엇보다 상호간 역할 분담의 기준을 영역 구분으로 할지, 기술단계 구분으로 할지
혹은 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할지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함40)

39)「원천기술→성능개선」이라는 역할은 기술 성과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연계 체계가 없이는 선언적인
구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40) 연구자 입장에서 지원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지원체계는 예산 투입의 비효
율성, 지원 분야의 불균형, 산학연 연구현장에서의 혼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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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문제/이슈를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활동을 수행하였
으나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이차전지의 문제·이슈의 도출 배경을 통해 산업이 당면한 상황을 나열
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나 전문적 지식 수렴에 기반으로 한 과정은 제시되지 않음
- 기술 동향과 시장 현황/전망 그리고 기술적 한계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적절함
- 하지만 기획보고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배경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세부 문제·이슈의 도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41)
○ 이로 인해 동 사업의 문제 이슈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정책 전문가 의견, 기술·
정책의 최신 동향을 어떻게 청취/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이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 관련
이슈를 식별하는 과정은 명확하지 않음
○ 제시된 기업의 수요나 양해각서 등은 상용화를 검토·추진하고 투자를 유도하겠
다는 일반론이며 동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42) 전지제조사
니즈를 중심으로 기획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
○ 또한, 제시된 도전적인 목표를43) 상용화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소재·공정 기술
이 제품화 공정에 적용되기 위한 난제 식별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44)

41) 동 사업의 문제/이슈는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0-3차) 당시와 유사성이 상당하며, 동 차수 기획 회의록
에서도 문제/이슈에 대한 재정립 과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42) 일부 기업들의 연구개발 요청이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며 참여 의향서에도 해당 기
업들의 참여는 제한적임
43) 동 사업이 상용화 목표로 하는 에너지밀도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로서, 전극, 전해질 등 주요 소재들이 동시에
고도화되어야 달성 가능한 수치임
44) 소재부품 분야의 특성상 기술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양산 수용에 이르기까지는 신뢰성, 재현성,
공정 가능성 등의 다양한 이슈가 존재 가능하나 제시된 이슈들은 소재 부품 기술개발이나 기초응용 단계에
서도 유사하게 제시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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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
□ 제기된 주요 성능 및 상용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적 방안이 유효함이 인정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기술적 문제/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식 중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적 방안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확인
- 성능 향상이나 성능 지표의 확장적 설정 등은 본질적으로 물리 화학적 메커니즘
탐색을 통한 소재 개발과 적용 등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요함
- 다만 상용화 관점에서의 이슈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요소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이 요청되는지의 논리 확인에는 한계
○ 상용화 시점에 이르지 않은 분야에 대한 소부장 기업 부재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소
부장 경쟁력을 위한 방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을 뒷
받침할만한 전략적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산업 특성상 핵심 소재와 부품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그러
한 밸류체인 형성 주체는 민간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
다는 측면은 인정됨
- 다만 이차전지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서 소부장-수요기업이 공동 협력하는
형태는 이미 다양하게 관찰되며, 규모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더구나 시장 변화에 대비한 해당 기업들의 민간 투자 역시 적극적임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지연이 시장선점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동시에 밸류체인 구축과 상생 협력은 상호 이익과 전략에 따른 기업의 생태계로서
본질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역할은 연구개발과 非연구개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책 내에서 고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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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이슈 / 문제
○ (시장 급성장) 전기차, ESS, IoT 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 Mobile IoT용에서 EV, ESS시장 확대로 인해 `20년 461억 달러 → `25년 1,801억 달러 → `30년 3,517억 달러 전망
○ (이차전지 한계 봉착)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 한계 접근 및 지속적인 안전·신뢰 문제 제기
- 전기차 산업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350 Wh/kg 이상의 고에너지밀도, 잦은 발화(전기차, ESS 등)로 인한
고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성능한계, 안전성 문제)에 직면
○ (글로벌 트렌드 변화) 이차전지 한계극복 및 새로운 수요산업의 Needs(항공기, 극한환경용 제품, 초소형·플렉
시블 기기 등) 대응을 위해 고성능, 고안전, 경량/친환경, 고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로 트렌드 변화
- 350Wh/kg 혹은 700Wh/l 이상의 고에너지밀도 구현, 고체전해질 기반의 고안전성 확보, 친환경 소재 활용 및
경량화 구현, 고온/저온 환경 대응, IoT 등 초소형 기기 및 플렉시블 기기 적용
○ (글로벌 동향) 이차전지 후발주자(미국, 유럽 등) 및 경쟁국(일본, 중국 등)들은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 확대, 국가 간의 기술개발 경쟁 가속화
- 도요타(일), 퀀텀스케이프(미)+폭스바겐(독), 폭스콘(대), 솔리드파워(미), BMW(독) 등 `25년 전후로 전고체
전지 차량 탑재 및 양산 체제 구축 계획
- 히타치(일), 교세라(일), 도레이(일), 스미토모(일), CATL(중) 등 연합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
○ (우리의 현실)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경쟁력 부족, 공급망(소부장) 부재, 전지업계
(셀제조, 소·부·장) 간 협력생태계 미흡, 수요업계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 노출
- 전지업계, 수요업계, 연구소,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요소기술 확보 단계에 접어든
탓에, 상용화까지는 역부족, 상용화 기술확보 지연에 따른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기업(소·부·장) 부재로 인한 신공급망 미구축
- 전지업계 간 기술 협력과 수요업계와의 연계 미흡 등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
미형성
○ (우리의 방향)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응, 경쟁국과의 기술 우위 확보,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전지제조사,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Top 수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확보 필요
- 동 사업 미추진 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확보 지연에 따른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응 부족
으로 경쟁국과의 상용화 기술격차 심화, 시장선점 기회 상실 등 차세대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상실로 인한 이차전지 전반의 경쟁력 약화 우려
2. 목표

3. 수혜자

 전지제조,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
- (성과목표1)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전지, 팩) 확보
- (성과목표2)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차세대 이차전지 공급망(소부장) 기업
 차세대 이차전지 전지제조 기업
 차세대 이차전지 수요업계(전기차 등)

4. 투입

5. 활동

6. 산출

 총사업비
(3,066.2억 원)
-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인력
- 연구장비

 기술개발
- 고에너지밀도, 황화물·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리튬-황 전지 개발

 고성능·고안전·경량/
친환경 구현이 가능한
전지(셀, 팩) 확보
 차세대 이차전지 전
문기업 발굴/육성

→

→

7. 성과 / 영향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선점
 이차전지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초격차 유지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
밸류체인 고도화
 차세대 이차전지 전문기
업의 GVC 경쟁력 강화
 고에너지밀도 구현을 통
한 탄소 저감 기여

8. 가정

 동 사업추진으로 인해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를 포함 전반적인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글로벌 위상이 더욱 견고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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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와 연관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목표로 ‘전지제조,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를 제시하였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2가지 성과 목표를 제시함
<표 3-3> 동 사업의 대표 성과 목표 및 지표
전략 목표
(사업 목적)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요소기술 기반의 상용화 기술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사업 목표

전지제조, 소·부·장 기업, 수요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고성능 차세대 이
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

성과 목표

ㅇ (성과목표 ①)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전지, 팩) 확보
ㅇ (성과목표 ②)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성과지표

특허 질적 우수성
논문 질적 우수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
차세대 이차전지 매출
기업 간 상생 협력
R&D 일자리 창출 수
가중치 합계

목표치
1기(‘23~’25)
○
0.5
○
0.3
○
0.2
1.0

2기(‘26~’28‘)
○
0.1
○
0.1
○
0.3
○
0.2
○
0.2
○
0.1
1.0

○ 성과목표 ①은 제시된 이슈 1, 이슈 2, 이슈 3에 주로 연관되고 성과목표 ②는
제시된 이슈 전반에 간접적으로 연관됨
-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차전지 제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
이상의 상용화 시점이 남은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투자가 요청되며, 이는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기술 부족이라는 문제·이슈와 연관성이 존재함
- 상용화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산업 착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밸류체인의
구축이 요청되며, 이는 공급망 미구축이라는 문제/이슈와 연관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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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의 경로 구체성이 미흡하고, 문제/이슈가 해소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성과목표 ①
○ 성과목표 ① 에 제시된 목표는 크게 고성능, 고안전, 경량, 친환경, 고확장 그리고
이들 항목을 만족하는 제품의 상용화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 등을 통해 상기 항목들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3-4> 동 사업의 대표 성과 목표 및 지표 (출처 : 추가제출자료 정리)
목표 - 성능수준

목표 - 상용화시기

고성능

셀 기준 400Wh/kg, 전기차의 경우 일
회 충전에 800km 주행 가능

실차 테스트를 ‘28년에 수행하고, 이후
상용화 추진

고안전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All pass 수준
을 넘는 No event를 목표로 함

모듈·팩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28년에 수행하고, 이후 상용화 추진

경량

-50~100℃의 온도환경에서 정상 작동,
실장환경 200℃ 이상(On-chip형 전지),
1000회 기계적 변형 후 정상 작동 등

모듈·팩 제품에 대한 확장성 평가를
‘28년에 수행하고, 이후 상용화 추진

친환경

미제시

미제시

고확장

셀 기준 무게당 에너지밀도 400Wh/kg,
항공용의 경우 일회 충전에 30분 이상
비행 가능

모듈·팩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28
년에 수행하고, 이후 상용화 추진

○ 해당 성과지표는 앞서 제기된 당면 이슈에 해당하며 산업적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각 이슈를 과제별 개별 대응으로 매칭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주관부처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적 요구 및 시장 트렌드에 고성능을 포함한
안전성, 확장성, 친환경성까지 확보된 복합적인 니즈가 있다고 밝힘45)
- 그러나 전략 과제들이 개별 제품화를 지향함에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전략 과제들의 단일 사업 수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46)
45) 2차 추가제출자료 p.8
46)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이차전지가 4대 이슈 중 고성능에 집중하며 안전, 친환경 등을 위한 별도사업을 기획
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표 3-5>에 제시된 성능 이슈를 보면 8대 전략 과제 중 4개는 고성능 이슈대응 중요도
가 없거나 50%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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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상용화의 이슈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상충 되는데 이를테면 리튬
이온전지의 안전성 확보 전략에 대한 확인47)이나, 안전성·경제성 위주의 ESS개발이
고성능 전략 사업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함
<표 3-5> 전략과제별 4대 이슈 중요도 (출처 : 2차 제출자료)
전략과제명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
전지 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
고체 배터리팩 개발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전지 개발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도심항공모빌리티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합계(비율, %)

고성능

고안전

고확장

친환경

70

-

-

30

100

-

-

-

20

30

50

-

50

50

-

-

-

50

50

-

-

80

20

-

20

-

40

40

60

-

-

40

320(40%)

210(26%)

160(20%)

110(14%)

[그림 3-2]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이슈와 전략과제 연계구조
47) 전략과제 2의 경우 실리콘 음극이 고성능이라는 이슈에만 대응한다고 제시한 것은 실리콘 함량 증가의 난제가
부피 팽창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핵심 난제가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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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제조 및 응용 산업의 수용성이 요청되는 성능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
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전략과제들의 고성능에 대한 목표와 상용화시기를 전기차에 대해서만 제시하였으며,
설정 근거나 성능 수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뒷받침되지 않음48)
- 고확장의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환경 요인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해야 할 산업
수요가 무엇인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개략적으로 제시된 목표49)에 대한 수요 니즈
부합성이나 호환성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안전성에 대한 목표 기준의 근거나 달성 전략 제시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안전성의 기준을 평가 항목에서의 ‘No event’를 달성하겠다고 제시
- 이는 소재의 불안전성이나 계면에서의 부반응 등을 물리화학적인 해결 방안이 아
닌 시험/인증 조건에서의 통과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는 것
인지 알 수 없으며, 이와 연계된 세부 활동별 달성 전략도 부재함
<표 3-6> 제시된 성과지표 1의 판단 근거 (출처 : 기획보고서)
구분

성과
목표
1

내용
고성능·고안전·경량/친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수요에 대응(고확장)할 수 있
도록 활용성이 검증된 글로벌
Top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단전지, 팩) 확보

달성여부 판단 근거

대표 성과지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 여부

제품 성능평가서, 시험성적서,
차세대 이차전지 매출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여부

특허 질적 우수성,
논문 질적 우수성

○ 상용화 관점에서 동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
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기술선도 계획50)에서 해외 경쟁기업 대비 동사업의 목표를 나타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선도와 시장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시
- 해당 계획에 제시된 경쟁기업의 달성 수준이 양산, 샘플 출하, 수요처 공급 등이므로
동 사업이 2028년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수준도 그 동등 이상임이 전제되어있다고
판단됨
48)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다양한 차량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을 감안한 성능 지표의 기준이
미제시 되어있으며 안전성 평가나 극한환경 등의 기준과 수요산업의 니즈 등이 명확하지 않음
49) 세부 활동 계획에–50~100 oC 온도환경 또는 200 oC 이상의 실장 환경 등을 제시
50) 기획보고서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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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시기까지 최소한 전지제조 파일럿 라인 수준의 샘플 출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안정적 소재의 확보와 성능·안전성 평가가 양산 전단계 수준으로
완료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함
- 그럼에도 주관부처가 제시한 상용화 시기는 2028년에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후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기술선도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51)
- 이는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요소별’ 기술개발에 셀/팩 수준의 과제가 더해진 것 이
외에 상용화의 효과적 달성 가능성을 담보할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함
<표 3-7> 동 사업의 기술선도 계획 (출처 : 기획보고서)
분야

고에너
지밀도

실
리
콘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해외(기업) 성능 목표
•(TESLA) `23년까지 공정혁신을 통해
295Wh/kg급 이차전지 양산 예정
•(SION POWER) `30년 400Wh/kg의 이
차전지 개발 예정
•(SOLID ENERGY) `28년 400Wh/kg의
이차전지 개발 예정
•(ENOVIX) `25년까지 285Wh/kg의 실리콘
배터리 개발 예정
•(ENEVATE) `30년까지 350Wh/kg의
실리콘 배터리 개발 예정
•(TOYOTA) `30년 400Wh/kg의 전고체
전지 양산 예정5)
•(SOLID POWER) `21년 -10~70℃에서
작동하는 320Wh/kg 배터리 개발 예정
•(QUANTUM SCAPE) `28년 –10℃에서
100회 정도의 주기를 갖는 400Wh/kg의
전고체전지 개발 예정
•(MURATA) `21년 250℃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8.0mAh 전고체전지
샘플 제품 출하 예정
•(TOYOTA) `25년 600Wh/L의 전고체전지
개발 예정
•(OXIS ENERGY) `22년까지 300~400Wh/kg
(~60 cycle)의 리튬-황 전고체전지 공급
예정

동 사업 성능 목표

•’28년까지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25년까지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28년까지 –50~100℃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400Wh/kg급 상용화 제품 확보
및 배터리팩 개발

•’27년까지 200℃ 실장 환경에서 50mAh급
전고체전지 개발
•’28년까지 700Wh/L급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28년까지 400Wh/kg급(~300
상용화 제품 확보

cycle)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용화 수준을 수요/전지제조사
라인에서 실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시된 사례는 이와 상이할 뿐 아니라 제품
탑재, 응용제품 검증 주체나 절차, 방식,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동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실증의 사례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는 시제품의 성능평가
내지 신뢰성 평가로서 TRL 6~7단계에 해당함
51) 1차 추가제출자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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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실증의 사례로 제시된 전기버스 성능평가 인증서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또한, 달성 여부 판단 근거로 제시된 성능평가서, 시험성적서는 일반적인 제품화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며 상용화 기술 확보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표 3-8> 기술성숙도(TRL)의 기준 (출처 : 추가제출자료)
구분
기초
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TRL
단계
1
2
3
4
5

산업분야별 정의
기본정의
기초 이론/실험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실험실 규모의 부품/
시스템 성능평가
확정된 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금속/세라믹/
섬유/화학
-

기계/전기/전자

에너지분야

-

기초 과학

-

-

원천기술개발

다양한 소재
합성 및 배합
최적의 소재합성
및 배합비 구성
공정 최적화
조건
시작품
성능평가

모델링/설계기
술확보
실용화를 위한
핵심요소 기술확보
제작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확보
시작품
성능평가

6

시작품 성능평가

7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시작품의
신뢰성 평가

8

시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KS, ISO인증

한국선급인증,
KS, ISO인증

9

사업화

제품화
단계

사업화
단계

부품기술개발
Lab-scale
기술개발
Pilot-Scale
기술개발
필드 테스트
기술개발(실증)
Prototype
시범사업
(시범화)
시범사업의
마지막 단계
(인증/표준화)
현실적용단계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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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②
○ ‘연구개발의 목표’와 ‘연구개발을 통한 기대효과’ 간 개념적 혼동이 존재
-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간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
되나, 수요기업을 포함한 밸류 체인상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정부 연구개발에서도 관찰되는 형태임
- 동반성장이나 밸류체인 구축 등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효과일 수 있으나, 이것이 동 사업 전략을 반영하는 목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불명확
- 즉, 제시된 밸류체인, 협력, 일자리 등은 사업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내지 효과에 가까
우며 산정 방식 역시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행해지는 효과 추정 방식과 차이
가 없음52)
<표 3-9> 성과목표 2의 판단 근거
구분

내용

달성여부 판단 근거

대표 성과지표

성과
목표
2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지업계(전지제조, 소·부·장)와
수요업계 간 상생 협력 여부

기업 간 협약(MOU, NDA)

○ 상생이 갖는 목표로서의 효용성이나 이를 반영한 세부 활동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음
- 주관부처는 상생 성과지표로 제시한 MOU나 NDA는 「주관부처-전지제조사」또는
「투자기업-연구기관-과제관리기관」간의 양해각서이며, 주요 내용도 사업비 운용
등 일반적인 협약 수준임53)
- 그러므로 목표로 제시한 「세부과제당 1건의 MOU나 NDA」을 통해 상용화 밸류
체인을 담보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의미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52) 이를 테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 투입 금액당 고용인원은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단위사업 성과 측정 시
사용되는 방식임
53) 2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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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사업의 컨셉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수혜는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 및 기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도한 특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청됨
○ 주관부처는 기술 확보와 역량 강화가 이차전지 밸류체인상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주된 수혜는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됨
- 제조 기업의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은 뒤쳐져있다고 제시
하였으며 이들과 전지제조사 및 수요기업 간 전략적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함54)
○ 동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확보를 전제로 상용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주요 수혜 대상은 기술적 기반을 기확보하였거나 단기간에 확보 가능한 주
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시된 성과 연계방안이 동 사업 1차 수혜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이 기존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
발사업’의 성과를 연계하겠다고 제시하면서 선행 과제와 동사업 전략 분야 상호간
매칭 관계를 제시하였음55)
- 동시에 기존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독려하겠다고 계획함56)
- 이러한 연계 계획은 동 사업 일부 과제의 수행 주체가 특정될 소지가 있으며 추진
체계에 제시된 공모형 과제 수행 체계와 배치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더구나 선행 과제 진행이 초기 단계로서, 성과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 후속 지
원까지 미리 표방하는 것은 역량 있는 다양한 연구 주체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 주관부처 소명자료 역시 기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도
록 유도·독려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향후 동 사업 추진시 사업에 참여하는 형
태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제시함

54) 2차 추가제출자료
55) 기획보고서 p.213
56) 기획보고서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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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동일한 기술적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전략이 가능함에도 특
정 과제 참여자들을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개발 성과의
후속연계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선행 사업 참여 기관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연계하고자 하는 주
관부처의 전략은 수혜자의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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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 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동 사업의 추진범위를 감안하면 개별 세부 활동은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존재함
○ 주요 세부활동은 기존 이차전지의 성능, 안전성 및 친환경성의 개선과 대체로
연관성이 있으며, 중점 분야별 주요 성능목표 역시 성과 목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세부활동의 전체 구성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동 사업이 시장 편익을 지향하는 성장형 사업으로서 제시된 주요 문제와 이슈 역시
시장경쟁력 강화와 밸류체인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관련하여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주된 전략으로 제시하였음
- 한편,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가속화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차전지 시장의 55%가 전기자동차를 대상(2018)으로 하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57)

- 하지만 동 사업은 post-LIB 6대 전략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요분야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이 중 자동차를 수요처로 한 분야는 제한적인 비중으로 판단됨58)
○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지향 논리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새로운 응용시장의 요구 사양이 높으며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응용처의 확장 및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소재·부품 산업이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본질적 요소 중 하나임
- 그러나 제시한 응용처 요구사항의 구체성, 다양한 수요산업 중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논리, 해당 산업 분야와의 연계 연구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수익 창출의
근거가 될 만한 시장 근거도 알 수 없어 선언적 수준의 제시라 판단됨
57) 주관부처의 사전제출자료 (SNE Research, ‘2020 리튬 이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 심층분석’)
58) 리튬이온전지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전략과제 1, 2는 개발 성과가 전기자동차 시장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며, 수요시장을 상정한 전략과제 중에서는 전략과제 4가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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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가. 기획 위원회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기획보고서상에 제시된 기획위원회의 산학연 비율은 대체로 적절하나 실질적 사업
기획에 균형 있게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의 기획에는 총 83개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고, 전체적인 비율은 산 54%,
학 17%, 연 24%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해당 전문가 명단은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당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 신청 사업과 비교해 동 사업의 목표/세부활동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업
의 기획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전문가는 제한적으로 판단됨
- 20-3차 사업의 예타 대상 미선정 이후 2021년에 이루어진 기획 회의에 참여한 전문
가 중 2회 이상 참여한 이는 8인으로서 이중 기업체 소속은 부재함
- 동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투자 비중 변경(2021.1.15), 문제 이슈의
도출과 사업 목표의 재설정(2021.3.3), 도출된 신규 전략 분야의 선정(2021.3.29), 전
략과제 재도출(2021.4.7), 수요조사 결과 제외 및 선정(2021.4.14), 경제성 산정
(2021.6.4) 등이 이루어짐으로서 사실상 사업 목표와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음59)
나.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설정 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기획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업 추진전략과 산업 수요를 함께 고려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시의성 있는 전략 공유가 충분히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관부처는 Top-down/Bottom-up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였다고 제시하였으며
해당 프로세스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함
* (Top-down 방식) 기술개발이 필요한 전략 분야 및 전략 과제를 선정
(Bottom-up 방식)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세부과제를 도출

○ 기술개발 사업의 전략을 세부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해 Top-down 방식으로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제 수요를 도출하는 과정은 보편적인
기획과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략 분야 선정이 2021년 3월에 진행되었음에 반해, 수요 과제 109개 중
59) 상용 이차전지와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이 당초 7:3였으며 동 사업 기획에서 2:8 수준으로 조정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60개는 2019년 선행 예타 당시 도출된 것으로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프로세스와 상이
- 더구나 2019년 선행 예타 당시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R&D 과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것임60)
- 이는 단지 조사 시점의 차이뿐 아니라, 전략 공유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합
리적 수요 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충실한 조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림 3-4] 전략 분야 선정 및 전략/세부과제 도출 프로세스 (출처 : 기획보고서)

□ 동 사업의 8대 전략 분야를 Top-down 방식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이 합리적 근거나
충분한 검토 과정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전략 분야는 향후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핵심 주제들임
○ 연구개발 대상으로 제시된 차세대 기술 범주의 설정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 이차전지 산업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
필요성으로 인해 차세대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은 적절함
- 근거로 제시된 원자료61) 분류 중 ’10년 이내 상용화 가능성‘과 ’고성능 구현 가능
성‘을 기준으로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를 선정하였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
전지‘를 추가함으로써62) 이차전지 분야 전반을 후보 범주에 둔 것으로 판단됨63)64)
60) 기획보고서 p.237
61)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20). 해당 로드맵은 KISTEP 기술동향브리프(2020)를 인용한 것임
62) 기능적 측면에서 플렉서블 전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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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공정 확립 수준이 높은 리튬이온전지와 대규모 상용 공정이 정립되지 않은
전고체, 리튬황 전지는 상용화 관점에서 제조/시장 수용성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
되나, 동사업의 시장 확보 전략은 차세대 분야를 일률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음

<표 3-10> 동 사업이 인용한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

<표 3-11> 그림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 선정 근거 (1차 추가제출자료)

63) 現진행중인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정부 연구개발은 성능, 안전, 무게, 환경 등의 범주 내에 대부분 포함됨
64) 주관부처는 이러한 분류에 대해 10년 內 상용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분류를 정한 것이라고 하였
으므로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 과정은 ’세부 활동의 적절성‘ 항목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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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경향 조사, 동향 파악 및 기술/시장 이슈 등 근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관부처는 분야 도출을 기술개발 경향과 경쟁기업 동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고
제시하였으며, 전략 과제 도출은 기술/시장 이슈를 검토하였다고 제시하였음
- 하지만 하향식 기획 과정에 수반되는 최신 경향과 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부와 민간의 동향에 대한 분석 등 검토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추가제출자료에 따르면 전략 과제 도출은 소규모 전문가만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합리적인 도출과정이나 수요반영 과정 등을 확인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65)
-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비추어볼 때 인해 주관부처가 기획방향으로 제시한 수요
기업의 참여나 의견 반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표 3-12>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별 기술/시장 이슈 검토 결과 (1차 추가제출자료)

65) 주관부처는 사업의 원활한 기획을 위해 사전 회의 및 유선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 테마 및
분야를 우선 도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회의 규모상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2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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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 세부과제 수요조사가 균형있는 대상과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주관부처는 2019년 예타 당시 기확보된 수요 60개와 신규로 조사한 49개 수요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총 109개의 기술 수요를 확보했다고 제시함
○ 그러나 2019년~2020년에 이루어진 조사는 전략 분야가 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된 TRL의 상당수가 동 사업의 범주와 상이함
- 제시된 기수요조사 60개 (2019)는 연구 시작과 종료 TRL을 기술하게 되어있으며,
이 중 24개가 종료 TRL이 5 수준인 원천기술형이며, 3개는 TRL이 미제시됨66)
- 이는 TRL 5단계에서 8단계를 진행하는 동 사업의 상용화 범주와 차이가 있음
○ 2021년 진행된 수요조사가 충분한 기간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지 불명확함
- 해당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이 10일~15일 수준으로 충분한 조사 기간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67)
- 또한, 목적과 배경 설명 없이 “제조기술 혁신성 40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수
요조사를 건식전극으로, “고안전성 35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조사를 실리콘
전극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상용화 주제 제안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표 3-13> 기술수요조사서에 명시된 전략 테마 (출처 : 1차 추가제출자료)
전략테마
고에너지
밀도 전지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① 제조기술 혁신성 40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비고
건식전극

② 고안전성 35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고함량
실리콘 음극재

③ 극한환경용 400Wh/kg급 고안전성/고에너지밀도 전지팩

고성능, 고안전

④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고에너지밀도 전지팩

고성능, 고안전

⑤ Mobile IoT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기반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고신뢰, 장수명

⑥ 장수명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기반 중대형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고신뢰, 장수명

⑦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리튬-황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

친환경, 유연

⑧ 항공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친환경, 경량

리튬-황전지

66) 이는 49개 수요 중 17개가 종료 TRL 5인 2021년 수요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됨
67) 2019년 기획 당시 수요조사 기간은 30일 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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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활동의 구체성
□ 동 사업은 최종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용화를
상정하는 사업의 기획 의도와 연관되어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후보 기술에 기반하여 4가지 전략 분야를 나누고 있으
며, 이 중 Post LIB 에 해당하는 3가지 분야는 각각 타겟 제품을 지목하고 있음
○ 기술 수준과 장단점이 상이한 후보기술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수요로 하는
제품군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동 사업이 TRL 8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사업 구성은 기획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 계획 내에 성능, 수명, 안전성 등 동시
달성 요소에 대한 상호 고려가 충분히 기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상용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능 달성 연구개발 뿐 아니라 상용화를 위
해 동시 달성되어야 할 성능, 수명, 안전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차전지의 주요 성능인 용량과 출력, 에너지 밀도와 충전시간, 안전성 등 핵심 속
성들은 Trade-off의 관계가 있어 특정 속성의 개선은 다른 속성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는 다양한 소재·제조 연구개발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지제조사가 상용화에
적용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함
○ 하지만 전략 과제들에는 주 달성 지표인 에너지 밀도와 함께 전지의 수명특성과
충방전 율속 등 동시 달성되어야 하면서 Trade-off 관계에 있는 요소에 대한 고려와
대응방안 기술이 불충분함
- 전략과제 1*의 경우 후막 전극 구현을 위한 출력특성 저하68), 국부적 열화 및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 습식 대비 낮은 생산 속도 등의 상충 특성에 대한 세부 식별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서술이 부재함
*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 이러한 점은 전략과제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는 사항임
○ 또한, 도전적인 에너지밀도를 목표로 제시하면서도69) 전기화학적 구동조건이나
68) 전극의 후막화는 충방전 구동시 율속 특성이나 수명 특성을 저하할 수 있음
69) 전반적인 목표 수준들은 리튬 음극을 적용한 이차전지 수준에서 고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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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셀-팩에 대한 조건·정보가 부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성능 목표를 달성하더
라도 상용화에 연계되기 위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움
□ 전략과제별로 특정된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술적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전략과제 3*의 경우 항공, 우주, 군사 및 저온 차량 환경 등 목적에 따른 이차전지의
수요 특성에 따른 동작 환경 도출과 이를 통한 목표 설정 과정이 부재함
*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고안전성/고에너지밀도 전지 개발

- 기획보고서는 해당 과제의 필요성으로 적도, 사막, 극지, 우주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기술하면서도 수요처가 요청하는 스펙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획 단계
에서 분야별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로 인해 동 과제가 목표로 하는 –50~100℃ 라는 온도환경이 어떻게 도출되었으며,
온도 이외 환경적 가혹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부재함
- 동시에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효율이 낮아진다는 일반적 기술 이외에 현재 리튬
이온전지가 가진 기술적 한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시하지 않음
- 온도 환경성 확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성능과 수명의 Trade-off 관계’에 대한 사전
고려나 제시된 조건에서 발생이 요청되는 성능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음70)
○ 전략과제 8*의 경우 향후 산업적 가능성이 인정되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산업에서 요청하는 이차전지의 요건이나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 UAM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차전지가 주요 동력수단 중 하나
라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기술확보 지원이 요청된다는 측면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요청하는 이차전지가 경량화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확보해야
할 성능 수준이나 측정 조건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이차전지 성능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71)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수요나 참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기획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기술개
발~실증에 대한 사전 논의가 면밀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70) 기획보고서의 개요에서는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극한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이차전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과 세부활동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없음
71) EHang(2020)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White Paper on Urban Air Mobil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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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무게 당 에너지 밀도의 리튬이온전지나 다른 이차전지 형태보다 리튬황
전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적합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 유연 소자를 지향하는 전략 과제 7*의 경우 제시된 application 특성에 따라 발생 가
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 동 과제는 주요 application을 의류로 제시72)하였으나,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
하는 리튬황 전지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안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73)에 대한 검토는
명확하지 않음74)
- 상업적으로 검증된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소형기기 수요산업 특성상 해당 형태의
이차전지가 요청되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전략과제 6*의 경우 ESS 제품화의 이슈를 고려한 ‘산화물계 전고체’ 형태의 개발
요청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 기획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 ESS 기술의 한계점 중 하나는 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이며 전고체 전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ESS 기술이 전기차향 이차전지 기술 성숙도에 연관된 특성이 있다는 측면에
서, 안정적 소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화물계 전고체가 상용화 대안이라는 논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75)
- 또한, ESS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고정형 장치라는 특성상 안전성에 대
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76), 핵심 상용화 인자인 경제성이
기획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주요 전략과제들이 상용화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재나 요소 기술의 현 개발 수준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72) 기획보고서 p.342
73) 리튬 메탈이 공기 중 수분에 노출되면 발화의 위험이 있고 피부에 닿으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음
74) 관련하여 기술된 사항은 기계적 변형 test 1000회 후 작동이라는 연구내용임
75) 최근 한국전력의 보고서에 따르면 ESS 보급의 장애요인으로서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리튬이온전지의 개선과
레독스 플로우 전지를 차세대 개발 방향으로 제시함. 또한 전고체 전지의 경우 전환 가능성이 있으나, 성능과
수명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ESS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과 보급 전망, 2021)
76)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해질의 안정성 개선(첨가제 개발) 연구, 용량 증대를 위한 소재 성능향상(실리콘
함량 증가) 연구 등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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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2*의 경우 목표로 제시된 실리콘 함량치의 도전성에 비해 기술된 이슈는
일반적인 필요성과 난제로서 계획된 기간 내 양산기술 확보 전략이 불명확함
*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 리튬기반 전지 음극의 실리콘 함량 증가는 더 많은 리튬 이온을 받아들여 에너지 밀도
상승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지제조사의 핵심 개발 과제 중 하나임
- 그러나 실리콘의 팽창 특성에 따른 안전성 이슈로 인해 함량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77) 현재 상용화된 고사양 이차전지에서의 함유량이
3~5% 수준이며 7~8% 수준이 상용화 초기 단계로 파악됨
- 따라서 실리콘 함량 30%를 목표로 하는 해당 과제가 2025년까지 과제 수행78)을
완료하려면, 예타 조사 시점(2021~2022년)에 핵심 이슈에 대한 해결 방향성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있어야 함
- 더구나 해당 과제에 참여의향을 밝힌 전지 제조 또는 수요기업 중 해당 기술을 사용
하여 350Wh/kg 의 도전적 목표의 이차전지를 상용화할 만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 있
다고 볼수 있을지도 의문
○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전략과제 5,6) 및 리튬황 전지(전략과제 7,8)는 지속적인 소재·
공정 개발이 요청되는 분야이며 소재기술개발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이행되기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불명확함
- 산화물계 전고체 전해질과 리튬황 양극은 알려진 바와 같이 높은 안전성이나 높은 에
너지 밀도 달성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요청되는 분야임
- 그러나 산화물계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한계나 계면 저항 이슈, 대면적화의 한계나 리튬
황의 낮은 전도성과 리튬 폴리설파이드 이슈 등 근본적인 소재 한계가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을 이행할 정도로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제시된 바와 같이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는 1Ah 이하수준의 단전지 제조기반의 소재
부품기술 확보 중79)으로 중대형 이차전지로의 상용화를 구체화할 단계인지 의문
- 또한, 리튬황 전지의 에너지 밀도 달성을 위해 필요한 리튬 음극 사용 시 지속적인
부반응 및 덴드라이트 형성과 같은 이슈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함에도 세부 활동의 기술
전개는 주로 양극에 치중되어있음

77) J. Asenbauer et al.,: Sustainable Energy Fuels, 2020, 4, 5387
78) 전기차에 탑재하여 800km를 주행 가능한 수준의 배터리 시제품 확보
79) 1차 추가제출자료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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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제시된 기술적 성능 목표는 과제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수준이며,
과제별 상용화를 위해 동시 달성되어야 할 핵심 인자80)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전략과제별 성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과제의 주제를 반복 제시한 수준
으로서 이를 통해 상용화에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확인할 수 없음
- 기획보고서는 전략과제별로 성능, 수명, 안전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시된 목표치는 에너지 밀도나 출력 등 단편적인 지표에만 한정되어있을
뿐 제품 상용화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시 조건에 대한 고찰이 미흡함
- 또한, 설정 근거·측정 조건 및 적절성을 판단할만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
표가 상용화 기술개발에 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는지 확인이 어려움
○ 주관부처는 또한 세부 과제별 목표성과를 제시81)하였으나, 이 역시 과제의 주제에
제시된 바를 반복적으로 기술한 수준에 불과함82)
○ 세부과제별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 목표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표 3-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시된 현재 수준은 대체로 랩 수준의 성능 확인이
나 확보 중인 상황이라는 단편적 정보에 한정되어있음

80) CTQ (Critical to Quality) :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81) 기획보고서 4장 전략과제별 세부추진계획 內
82) 이를 테면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및 대면적 전극 기술개발’ 의 기술적 성과 목표를 ‘고안정성의 산화
물계 고체전해질 기반의 ESS 원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원천 안전성을 지니는 대용량의 ESS 소재 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로 제시함 (기획보고서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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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전략과제별 성능 지표 (기획보고서 p.43)
전략과제

성능 지표
ㅇ 400Wh/kg 20Ah급 단전지
* 300㎛ 이상 후막 양극 (기존 대비 1.5배 이상)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ㅇ 300회 이상 수명
ㅇ 안전성 평가 항목 All pass
ㅇ 350Wh/kg 50Ah급 단전지
* 30% 이상 실리콘계 음극소재 적용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ㅇ 800회 이상 수명
ㅇ 안전성 평가 항목 All pass
ㅇ 400Wh/kg 48V급 팩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ㅇ –50 ~ 100℃ 온도환경에서 작동
ㅇ 안전성 평가 항목 No Event
ㅇ 800km 이상(400Wh/kg 10Ah급 단전지)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ㅇ 160,000km 이상 수명(300회 이상)
ㅇ 안전성 평가 항목 No Event
ㅇ 50mAh급 적층형 단전지

고온(200℃) 실장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ㅇ Reflow 실장 온도 200℃ 이상
ㅇ 안전성 평가 항목 No Event
ㅇ 700Wh/L 20Ah급 단전지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물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ㅇ 20년 이상 수명(3,000회 이상)
ㅇ 안전성 평가 항목 No Event
ㅇ 400Wh/kg 2Ah급 단전지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ㅇ 300회 이상 사용
ㅇ 기계적 변형(bending) 1,000회 후 작동
ㅇ 운항시간 30분 이상(400Wh/kg 20Ah급 단전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ㅇ 300회 이상 사용
ㅇ 안전성 평가 항목 No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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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세부과제별 현재 수준 및 달성목표 (1차 추가제출자료)
세부과제명

현재 수준 및 달성 목표

1

고로딩 건식 전극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Lab 수준에서의 고로딩 건식 제조기술 개발 시작 단계
(달성 목표) 300㎛ 이상급 건식전극 제조기술 확보

2

전극 기공도 정밀 제어형
건식 전극 제조장비 개발

(현재 수준) 국내에는 관련 장비 개발은 초기 단계로 추정
(달성 목표) 전극 제조기술과의 공동 협력 개발을 통해 300㎛
이상급 건식전극 제조장비 구현

3

300㎛ 이상 후막전극 기반 400Wh/kg급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개발

(현재 수준) Lab 수준에서의 고로딩 건식 전극기반 전지 제조기술
개발 시작 단계
(달성 목표) 400Wh/kg급 고에너지밀도 셀 제조기술 확보

4

고 니켈(90%) 양극활물질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양극 전극 제조기술

(현재 수준) 300Wh/kg급 고니켈 양극전극 제조기술은 확보 중
(달성 목표) 350Wh/kg 달성을 위한 보다 고밀도, 고합제 양극
전극기술 확보

5

고효율 실리콘 음극 소재를 3
0% 이상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음극 전극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300Wh/kg급 실리콘계 음극전극 제조기술은 확보 중
(달성 목표) 350Wh/kg 달성을 위한 고함량 실리콘 음극
전극기술 확보

6

고안전성/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에
적용되는 분리막 및 전해액 개발

(현재 수준) 300Wh/kg급 전지용 분리막 및 전해액 기술은 확보 중
(달성 목표) 350Wh/kg급 전지에 적합한 분리막 및 전해액기술 확보

7

350Wh/kg급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제품화 기술개발

(현재 수준) 300Wh/kg급 이차전지 제조기술은 확보 중
(달성 목표) 350Wh/kg급 이차전지 제조기술을 확보

8

극한환경용 전고체전지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현재 수준) 핵심 소재부품의 온도 환경성에 대한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음
(달성 목표) -50~100도 범위내에서 기능하는 핵심소재부품 확보

9

12V, 400Wh/kg급
고전압 단전지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3V급 일반형 Lab 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달성 목표) 400Wh/kg급 고전압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10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8V급 전지 팩 개발

(현재 수준) Lab 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만 확보 중
(달성 목표) 48V, 400Wh/kg급 전고체전지 책 기술 확보

11

고용량 단전지용 대면적 전극
및 고체전해질막 기술개발

(현재 수준) 20cm2 수준의 전고체전지용 전극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100cm2 이상의 대면적 전극 제조기술 확보

12

10Ah급 고용량 적층형
단전지 제조기술 및 장비 개발

(현재 수준) 1Ah 이하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10Ah급 단전지 제조기술 및 제조장비 확보

13

전기차용 400Wh/kg 급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팩 개발

(현재 수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팩단계까지 진행된 적 없음
(달성 목표) 400Wh급 셀 및 이를 적용한 배터리팩 기술 확보

14

1mS/cm급 고이온전도성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양산화 기술개발

(현재 수준) 수십 그램 수준의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kg급 이상의 양산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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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현재 수준 및 달성 목표

15

활물질/산화물 고체전해질
계면 저항 억제 및 동시 소결기술 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에서의 요소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접촉저항 최소화를 통해 전지 성능의 안정적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

16

적층형 산화물 전고체 이차전지
구현 위한 시트 성형기술 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에서의 요소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전지 성능의 안정적 구현이 가능한 시트
성형기술을 확보

17

Mobile IoT용 50mA급 고에너지밀도 적층형
세라믹 전고체 전지 소자화 설계 기술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에서의 요소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SMD 타입 50mAh급 전고체전지 소자
제조기술을 확보

18

ESS용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및 대면적 전극 기술개발

(현재 수준) 1Ah 이하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20Ah, 700Wh/L급 전지 대응용 대면적
전극기술 확보

19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셀 계면저항 저감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현재 수준) 1Ah 이하수준의 단전지 제조기반의 소재부품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20Ah, 700Wh/L급 전지 대응용 소재부품기술 확보

20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전지
장수명 셀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1Ah 이하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20Ah, 700Wh/L급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21

ESS용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팩
시험평가, 성능검증 및 기술 표준화

(현재 수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팩단계까지 진행된 적 없음
(달성 목표) 20Ah, 700Wh/L급 단전지기반 배터리 팩기술 확보

22

고로딩 플렉시블 1000mAh/g급
고용량 전극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의 전극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고로딩 및 유연성 동시 구현이 가능한 전극
기술 확보

23

선택 투과성 고이온전도도 플렉시블
멤브레인-전해질 복합체기술 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의 분리막-전해액 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기계적 변형 후에도 300회 이상 수명 유지가 가능한
소재부품기술 확보

24

장수명 400Wh/kg급 플렉시블
차세대 이차전지 공정기술 개발

(현재 수준) 연구소 수준의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300회 이상 수명에, 기계적 변형 후에도
정상작동하는 400Wh/kg, 2Ah급 전지 제조기술 확보

25

높은 황 활용도를 지닌 6mA/㎠급
고에너지밀도 대면적 전극 기술개발

(현재 수준) 100cm2 수준의 리튬황전지 전극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300cm2 이상의 대면적 전극 제조기술 확보

26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제조기술 개발

(현재 수준) 5Ah 수준의 리튬황전지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중
(달성 목표) 400Wh/kg, 20Ah급 단전지 제조기술 확보

27 항공용 리튬-황 이차전지 팩 기술개발

(현재 수준) 22kg 수준의 배터리팩 제작 및 실증 구현
(달성 목표) 항공용 30분 이상 비행 가능한 배터리팩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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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이차전지 기술적 난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전극 기술이 전략과제별로 공통으로
요청됨에도 이에 대한 상호 연계가 사전 고려되어있지 않음
○ 최종 제품으로 지목된 상용화 품목들이 지향하는 고에너지밀도는 소재의 성능 외에
고도화된 전극 기술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달성이 가능함
- 주요 전략 과제가 제시한 에너지 밀도 350~400 Wh/kg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막
양극과 리튬 음극 등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수준임
○ 그럼에도 주관부처는 병렬로 진행되는 사업기간동안 과제별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
았다고 제시하였음
- 주관부처는 세부과제간 상호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그 사유로 전극
개발은 전지의 구현 특성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로 인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전극 기술개발이 사실상 전략 과제별로 개별 진행
되어 시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가 형성되어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 구조와 예산 투입간 정합성이 낮음
○ 기획보고서는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 구성을 통해 소재→ 부품→ 셀(팩) 으로의 계
층 구조를 제시하였음

[그림 3-5] 소부장 기업, 전지 제조사, 수요업계 컨소시엄 구성
형태
○ 그러나 과제별 예산투입은 과제 기간 내 병렬적으로 계획*되어있어 소재·부품 단의
제조 기술 활용이라는 형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연차별 예산 차이는 50% 이하 수준으로 전체 세부과제가 유사하게 적용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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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전략과제의 예산투입계획과 기술로드맵 (전략과제4의 예시)

전략과제명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전성
전고체
배터리팩
개발

세부과제명
4-1. 고용량 단전지용
대면적 전극 및 고체
전해질막 기술개발
4-2. 10Ah급 고용량
적층형 단전지 제조기
술 및 장비 개발
4-3 전기차용
400Wh/kg 급 황화물
계 전고체전지팩 개발
합계

(단위: 억 원)
‘28
합계

`23

‘24

‘25

‘26

‘27

-

21.4

21.4

28.6

28.6

28.6

128.6

-

21.4

21.4

28.6

28.6

28.6

128.6

-

28.6

31.4

31.4

35.7

35.7

162.9

-

71.4

74.3

88.6

92.9

92.9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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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기존 사업 연계’의 경우 제시된 확인할만한 선행 사업의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주요 달성 성능을 활용할만한 구조도 제시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기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음
- 이 중 ‘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사업’(2020~2024)은 브릿지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2022~2025) 사업 등이
제시됨83)
○ 그러나 선행 사업들 역시 상용화와 연관된 도전적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적 수행을 통한 성공 가능성 점검’이라는 브릿지 사업의 역할이 제대로 확인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기획보고서84)에 제시된 연계 방안은 일부 분야에 한정될 뿐 아니라 사업 기간상
연관 과제를 제시한 수준이며 확인할만한 성과나 연계 구조를 제시하지는 못함
○ 더구나 타 부처에서 확보하였거나 확보 중인 원천기술 성과에 대한 연계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시되지 않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관부처는 사업 종료 전 성과를 발굴하여, 전지 제조역량과 소
재 고도화의 동시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소명하였으나, 현재 초기 단계인 기존 사업
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서 산업부와 과기부 주요 사업의 성과를 동 사업에 연계하겠
다고 제시하였음
- 주관부처의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 1단계 72
개 특허 성과(예정) 및 과기부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누적 68건을 동 사업예 연
계하겠다고 제시함
- 또한, 해당 사업들에서 획득 예정인 특허의 사용권은 차세대전지 개발사에서 선투자
를 통해 확보되었다고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
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제시함
83) 해당 사업은 전략과제 1 연관 사업으로서 주관부처는 2차 자문회의시 동 사업을 브릿지 사업이라 설명함
84) 기획보고서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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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의 소명은 선행 사업의 성과를 연계하겠다는 기획보고서의 원론적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연계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사업이 투입되어야할 시기적 필요
성도 입증되지 않음
- 아직 1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브릿지 사업에 대한 연계를 표방하는 주요 과제 (전략
과제 3, 4, 7, 8)은 시기적으로 선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85)
- 주관부처는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의 특허 72건
을 연계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수치는 목표치로서 현재기준(2021년 12월) 실적은
12건(출원)이며, 이들 또한 상용화에 적용 가능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았음
- 더구나 동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에너지밀도 전지,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전략
과제 1, 2, 5, 6) 등의 선행 기술 확보 방안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 상용화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충족 방안에 대한 고찰이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은 선행 사업의 단순 지원 연장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선행기술에 대한 진단을 통한 상용화 투입 수준 평가나 IP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구
체적인 고려 없이, 단지 선행 과제에 참여한 기관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성과를 연
계하겠다는 전략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의 추진 체계는 일반적 형태라 판단되나, 이를 통한 상용화 가능성 제고 방안
은 명확하지 않음
○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의 특성상 수요기업의 참여는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이라 판단되며, 이는 기존 이차전지 과제들에서도 관찰되는 형태임
- 다만 전지제조사 혹은 수요기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활용성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 상용화 지원단의 차별적 역할이나 별도 구성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기능으로는 과제의 상용화 가능성을 어떻게 제고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제시된 동향제공, 과제 수행에서의 의견 수렴 등은 기술위원회나 전담기관의 역할과
큰 차별점이 없으며, 구분된 역할은 워크샵이나 미팅 등 네트워크 지원이 주임

85) 해당 전략 과제 대부분 (과제 3, 4, 8)이 선행 사업의 평가가 가능한 시점인 2024년도에 투입한다는 계획은
주관부처 역시 연계사업 투입 여부 및 연계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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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의 특정성이 높은 과제의 특성상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중이거나 확보된 기술적 성과가 상호 공유되거나 외부로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이를테면, 동사업의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과제와 연계하겠다고 제시한 선행 사업의
과제들은 3개 기업이 투자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술개발 성과를 상호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명확하지 않음
<표 3-17> 선행 사업과 동 사업의 연계성(황화물계 전고체 과제 사례)
선행사업 과제명

주관기관

투자 or 수요기업

전고체전지용 6mAh/cm2이상급 고성능
양극 전극 제조기술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LG화학(투자)

50cm2이상급 전고체전지 셀 제조장비 개발

(주)미래컴퍼니

삼성SDI(투자)

한국전기연구원

삼성SDI(투자)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삼성SDI(투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삼성SDI(수요)
현대자동차(수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G화학(수요)

30㎛이하의 고체전해질 막 제조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화학(수요)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고효율저비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대량
(5Kg/batch급) 합성공법 개발
전고체전지용 고용량(200mA/g) 저저항 양극
소재 유기고분자 복합분말 제조 기술 개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용 저가화 원료제조
공정기술 개발
15mS/cm급 고이온전도성 황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 소재 및 제조 기술 개발

동사업
연계방안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과제와 연계

(출처 :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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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이 동 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 동 사업과
관련된「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탄
소중립 중점기술(안)」,「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소재·부품·장비 2.0 전략」,「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제7차 산
업기술혁신계획」을 선택군 계획으로 선정하여 동 사업과의 부합성을 검토함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구분
필수 계획

선택군 계획

계획명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부합도
낮음

보통

높음

∨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전기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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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선택군 계획

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4대 전략 및 19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ㆍ도전적인 연구 진흥

전략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2.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3.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4.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5.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6. 주체ㆍ분야 간 협력ㆍ융합 활성화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7. 기술혁신형 창업ㆍ벤처 활성화
8.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
9.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10.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11.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전략 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12.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13.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14. 혁신성장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
1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17.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19.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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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의 ‘중점추진과제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의 내용 등이 일부 동 사업의 내용과 부합합
○ ‘중점추진과제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의 고도화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력저장장치용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저비용화 및 확산 촉진의 내용을 제시함
○ 해당계획의 중점과학기술 목록 120개 중 ‘에너지 자원’분야의 대용량 장수명 이차
전지 기술이 동 사업과 부합함
나.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2021.7.)
□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은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 산업 육성, 이차
전지 강국 입지 강화,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함
□ ‘추진전략 1. 민관 대규모 R&D 추진’에서 제시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 고안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시장
선점 등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과 부합함
○ ‘세부추진과제 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조기 확보’는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27년), 리튬황(’25년), 리튬금속(’28년) 등 차세대 전지군의 민관 대규모 R&D 지원 제시

[그림 4-1] 차세대전지 대표 품목 및 개발발향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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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이차전지 기술개발 실증 로드맵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 2021.7.

○ ‘세부추진과제 ②. 차세대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는 전극소재, 고체 전
해질, 제조장비 등 차세대전지 생용화를 위한 분야별 요소 기술개발 지원 등 제시
○ ‘세부추진과제 ③.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는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성능 고안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내용 제시

[그림 4-3]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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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를 비전으로,
3+1 실행전략 및 10대 과제를 제시함
□ 10대 과제 중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및 ‘新유망 산업 육성’이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과 부합성이 존재함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중 ‘친환경차 전환’에서는 이차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구매 유지 경제성 확보의 내용 제시
- 이차전지 리튬-황/리튬-공기 배터리 개발을 통해 배터리 단가의 20%인 양극재 대체
기술개발 지원
○ ‘新유망 산업 육성’ 중 ‘저탄소신산업’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여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
기술 확보 추진 제시

[그림 4-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전략체계도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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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 「탄소중립 중점기술」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적 기술의 발굴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 선정함
○ 에너지부문 11개, 산업부문 12개, 수송 교통부문 6개, 건물 도시 ICT부문 4개, 환경
부문 3개, 탄소포집 저장 활용(CCUS)부문 3개로 총 39개의 중점기술 선정
□ 39개 중점기술 중 수송 교통부문의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전지, 전고체
전지 및 리튬황전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부합한다고 판단됨
○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핵심세부기술로 리튬이온전지, 리튬전고체전지, 리튬금속
(리튬황, 리튬공기)전지가 제시됨
※ (단기) LIB 고에너지밀도화(’25), (중장기) 리튬전고체전지(’35), 리튬황전지(’30), 리튬공기전지(’40)

- 리튬이온전지의 고도화,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전지기술의 상용화 등을 통해 전지의
성능 향상 및 가격 인하
(5)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은 2022년 미래차 대중화(전기 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3대 추진전략 및 4대 정책과제 제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중 ‘정책과제 1.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정책과제 2. 미래차 연관산업 수출주력화’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표 및 전략과제와
부합함
○ ‘정책과제 1.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에서는 내연기관과 가격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가격을 내연기관 수준까지 인하하기 위하여 구동
부품 성능 제고, 부품 소재 국산화, 배터리 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의 내용 제시
-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20~25, 700억 원),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
(’20~’24, 151억 원) 지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개발
((’20~’24, 300억 원) 등 지원
○ ‘정책과제 2. 미래차 연관산업 수출주력화’에서는 핵심부품 ‘배터리’ 육성을 위해
고성능 리튬이온전지(350Wh/kg급 이상) 기술 고도화* 및 리튬-황, 전고체 등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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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400Wh/kg급 이상) 기술개발 및 차량 적용의 내용을 제시
* 초하이니켈계 양극소재 개발, 고성능 2세대 실리콘 음극소재 개발 등

- (리튬-황 전지) 가격경쟁력 및 에너지밀도(現리튬이온 대비 1.5배)가 뛰어난 리튬-황
배터리는 ‘25년 비행체 적용 추진
* (가격)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 사용 최소화, (에너지밀도) 금속산화물 대신 황-탄소복합
체 등 경량소재를 활용하여 400 Wh/kg 이상 에너지밀도 달성

- (전고체 전지) 고체 전해질, 양극·음극(리튬금속) 등 요소기술 조기확보를 통해 ‘25년
350(Wh/kg)급 모듈 개발 → ‘30년 제조기술 고도화(400Wh/kg) 및 차량 적용 추진
*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24, 151억 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24, 300억 원)

[그림 4-5] 이차전지 개발 실증 상용화 로드맵(안)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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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정책과제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0.10.

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후변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시
□ ‘핵심전략3.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의 ‘중점추진과제 1. 기후변화대응 新기술 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에 제시된 이차전지 관련 내용과 동 사업 내용 간 일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대응 新기술 新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에서는 기후기술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해 상용화된 기술(태양전지, 바이오연료)을 대체할 6대 저감기술
중 하나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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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주요과제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10.

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대응,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2대 전략과제 ①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중점 추진을 제시함
□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인 분야*에 실효적 인센티브를 집중하여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
하겠다는 내용이 동 사업의 목표와 일부 부합성이 존재함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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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주요내용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2020

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전환과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대 전략 및 15대 과제를 제시함
□ ‘전략 1.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의 ‘과제 1.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서
리튬대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기술 확보의 내용은 동 사업과 일부 부합성이 존재
한다고 판단됨
○ ‘과제 1.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를 국산화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리튬대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기술 확보의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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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비전 및 전략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029.12.23.

아.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은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됨
○ (1) 차량보급 활성화, (2) 충전인프라 확충, (3) 핵심기술 개발, (4)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5) 제작사 등 민간 역할 확대 강화의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함
□ 해당 계획에서 제시된 전기차 관련 ‘500km 이상 주행하기 위한 배터리 등 성능 향상’
의 내용과 동 사업의 내용 간 부합성이 존재함
○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해 배터리, 구동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성능 향상의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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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리튬이온 기술, 차세대 배터리(전고체 등) 개발(’21)
- 배터리셀의 에너지밀도를 ’20년까지 30% 향상(’17년 230 → ’20년 300Wh/kg)
- 배터리 팩 열관리 소재 개발, 배터리팩 경량화, 차량 패키지 향상 등 (’20년~)
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제시함
□ ‘추진전략 2.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 및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일부가 동 사업과 부합성이 존재함
○ ‘추진전략 2. 산업혁신 선도(Leading Innovation) 기술개발 체계 구축’에서는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소재 분야 프로젝트의 예시로
‘1분 내 충전가능한 배터리(이차전지)’가 제시됨
○ 투자전략에 따른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전기 수소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배터리/충전’에서 주행거리 600km 달성을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팩 에너지밀도 향
상기술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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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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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본 항목에서는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연구수행주체
등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는 걸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중복 가능성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건의 국
가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유관 사업의 중복 가능성, 연계 방안의 구체성 등을 검토
<표 4-4> 동 사업의 주요 유사 사업 검토 결과 요약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주관부처

’21 지원규모
(단위:백만 원)

사업유형

중복
가능성*

동 사업

’23~’28

산업통상
자원부

51,103
(연평균 계획)

-

-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

`20~`24

산업통상
자원부

4,911

개발연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00~`25

산업통상
자원부

886,632

개발연구

◎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
제조기술개발

`22~`25

산업통상
자원부

(’22 지원규모)
3,600

개발연구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R&D)

`09~’2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3,764

기초 응용
연구

◎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22~`24

과학기술 (’22 지원규모)
정보통신부
100

기초 응용
연구

◎

개인기초연구사업

’86~계속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연구

○

1,476,968

출처: 2021년/2022년 예산요구서, NTIS 검색
주*) ◎: 중복성 높음, ○: 중복 가능성 존재, ×: 중복 가능성 낮음

○ 동 사업의 전략 과제와 기존 정부 연구개발 사업 내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
목표와 내용상에서 유사하거나 추진체계상 과제들이 관찰됨
- 주관부처가 중복성이 없다고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내용, 추진체계, 실증
과정 등에서 유사성이 관찰됨에도 구체적인 연계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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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제조기술(산업부, 2020~2024)
□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사업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전기사업법」제49조 등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2024년간
추진하는 개발연구 사업임
○ 해당사업은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3개의 전지기술(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리튬황전지)의

이온전도도, 수명, 안전성 등의 문제 해결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 예산 규모는 4,911백만 원임
<표 4-5>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기간

주관부처

’20~’24
리튬기반의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3개의 전지기술(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리튬황전지)의 이온전도도, 수명, 안전성 등의 문제 해결 및 핵심기술을 확보
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규모

4,911백만 원(`21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역사업

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리튬-황전지 분야에 대하여 수요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계속 지원

사업목표

<표 4-6>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전고체 전지

2,600

3,500

3,500

3,500

3,500

16,600

리튬금속 전지

750

975

975

975

975

4,650

리튬-황 전지

1,000

1,300

1,300

1,300

1,300

6,200

□ 해당사업은 동 사업과 연구개발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사업기간이 중첩
됨(2023~2024)에도 사업 간 구체적인 연계·활용 방안을 판단할만한 정보가 불충분
○ 해당 사업은 기획보고서에 연계 방안이 제시된86) 유일한 사업이나, 동 사업의 8개
전략과제 중 유관 전략과제는 4개로 한정되며,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86) 2차 추가제출자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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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이 선행 사업의 소재 부품 성과를 lab-to-market 형태로 상용화하는 컨셉이라고
제시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은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및 리튬황 전지에 한정됨

[그림 4-11] 선행사업과 동 사업간 연계 방안
○ 성과 연계를 제시한 선행사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 선행사업은 1단계에서 과제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기획보고서나
추가 제출자료 등에서 선행사업의 성과 제시가 미흡
- 이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 성공 가능
성이나 후속 사업을 통한 연계 적절성을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양 사업간 차별적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모호함
- 해당사업은 TRL 4~6단계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위한 제조 핵심기술 개발’
내용의 세부과제들로 구성
- 주관부처는 해당사업에서는 고체전해질, 양극/음극 전극 등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동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서 상용화 수준의 제품 확보까지 목
표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함
- 그러나 이는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제품 수준의 차이이며 팩 제조가 포함된 일부
세부 활동을 제외하면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해당 사업이 차세대 전지 기술분야의 소재 및 상용화(공정기술, 전극/셀 제조
기술) 애로기술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2단계시 수요 기업이 검증(TRL
7)을 수행하겠다고 제시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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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동 사업과 선행사업간의 연계방안 (기획보고서 p.212)
ㅇ (세계 최고 이차전지기술 확보)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강하고 안전한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
- (차세대 이차전지 프로젝트 추진) ‘Lab-to-Market*’ 및 ‘ALL Start**’ 프로젝트 추진
*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차세대 이차전지를 `3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23~`28)
**전극, 고체전해질, 분리막 및 필요 공정·장비 등 차세대 배터리 핵심 요소 기술개발 추진(`20~`24)
ALL Start 프로젝트(‘20~’24)
셀 요소기술 개발

동 사업 : Lab-to-Market 프로젝트(‘23~’28)
모듈·팩 기술개발

실증 플랫폼 구축

○ 해당 사업이 기획된 컨셉과 취지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음
- 기획 당시 ’이어 달리기‘를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는 과기부의 기후변화대응사업
(’09~‘24)의 성과 연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그림 4-12] 선행사업의 과기부 ‘기후변화대응사업’ 이어달리기 개념
- 또한, 당초 해당 사업이 제시하였던 정부-수요기업(전지제조3사) 1:1 연구비 매칭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87)
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산업부, 2000~일몰관리혁신)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00년부터 추진해온 개발연구 사업임
87) 11대 과제의 정부 출연금은 279억원이며, 전지제조3사의 투자금은 176.5억임 (현금 6억 현물 17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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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해 부품ㆍ모듈 단위까지 연계하여 소재-부품-모
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R&D 추진하겠다고 제시함
○ 2021년 예산 중 이차전지 관련 과제는 18,406백만 원 수준으로 추산됨
<표 4-8>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기간

`00~`25(일몰관리혁신)

사업목표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확보로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규모

886,632백만 원(`21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역사업

○ (소재부품패키지형) 핵심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 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수요기업과 민간
투자 수요를 반영한 異업종간 소재ㆍ부품 융·복합 R&D 추진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핵심
소재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원한 40개 과제 계속 지원

○ 이 중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은 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해 부품ㆍ모듈 단위까지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R&D 추진을 계획

[그림 4-13] 소재부품 패키지형 개발의 주요 지원내용
○ 해당사업은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소재~모듈~수요 전 단위 기술에 대해 개발연구 중심으로 연계 지원을 표방한다는
점은 동 사업과 유사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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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로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기자동차용 1mS/cm급
황화물 고체전해질의 습식합성 원천기술개발’, ‘전동차 하이브리드 배터리팩용
장수명 이차전지 및 커패시터 기술개발’, ‘350Wh/kg급 장수명 (500회) 특성을 갖는
리튬금속 이차전지용 고안전성 인버스 전해질 시스템 기술개발’, ‘350Wh/kg급
세라믹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소재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사업의
‘고에너지밀도 전지’ 및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개발의 내용과 유사성이 높음
-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 과제 중 고효율 실리콘 음극소재 제조기술 개발,
고용량의 니켈계 양극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이 동 사업과 유사한 주제로 수행 중임
<표 4-9>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이차전지 소재 기술개발 내용
총괄사업

세부사업

(1세부) 화학 증착 기반 1,400mAh/g급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소재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제조기술 및 장비개발
고성능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2세부) 대용량 실리콘계 CVD 카본코팅 제조기술 및 장비개발
음극소재 제조기술 및
(3세부) 금속 용해 기반 85% 이상 고효율 실리콘계 음극소재 제조
장비개발
기술 및 장비개발
(1세부) 고용량 고장수명 특성 확보가 가능한 입자형상 제어형 니켈
계 양극소재 개발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2세부) 고출력 특성 확보가 용이한 코발트저감형 차세대 니켈계 양극
고신뢰성 차세대 니켈계
소재 개발
양극소재(Ni≥90%) 개발
(3세부) 고온에서의 장기 신뢰성을 갖는 양극 소재 표면처리 기술
및 장비 개발
미래 친환경 저장장치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소재 개발 및 실증
350Wh/kg급 차세대
이차전지용 초고용량 니켈계
양극소재 개발

(1세부) 셀/모듈간 열전이의 지연이 가능한 기능성 복합소재부품 개발
(2세부) 중대형 이차전지(EV,ESS)용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실증
(3세부) PM(Personal Mobility)용 고안전성 팩 개발 및 안전성 실증
(1세부) 니켈 함량 94% 이상의 초고용량 니켈계 양극소재 제조기술
개발
(2세부) 차세대 양극소재용 니켈 함량 96% 이상의 복합금속수산화물
제조기술 개발

○ 해당사업에서의 이차전지 소재 및 부품 개발 성과를 반영하여 상용화 기술을 확보
할만한 구체적인 연계 활용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음
-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동 사
업과 중복성이 없다는 입장만을 제시함88)

88) 기획보고서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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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SS기술개발사업 (산업부, 2018~2023)
□ 「ESS기술개발」사업은「에너지법」제14조,「전기사업법」제49조제5호 등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2023년간 추진하는 개발연구 사업임
○ 해당사업의 목표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4,080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함
<표 4-10> ‘ESS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ESS기술개발

사업기간

2018~2023

사업목표

ESS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신규 수요 확대 및 시장창출을 통한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 확
보,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리튬이온
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규모

4,080백만 원(`21년)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역사업

ㅇ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ESS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해외실증 및 新수요처 발굴,
전력거래 서비스를 활용한 新BM 실증형 과제 지원
ㅇ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주
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과제 지원

□ 해당사업은 사업목표, 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해당사업
성과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사업은 친환경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EV용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유사성이 존재함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은 시작TRL이 4~5단계이며 종료TRL이 7~8단계인 점,
차량에 탑재하여 성능을 검증한다는 점, 전지제조89)사가 참여한다는 점 등에서 동
사업의 추진체계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사업은 2023년 종료 예정이므로 동 사업과 기간 중첩은 제한적임
○ 주관부처는 내역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에서 동 사업으로의 연계과제는
제시90)하였으나, 과제명을 나열한 점 이외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89) 주요 과제에 전지제조사가 참여하여 전기차용 300Wh/kg급 대용량 전지를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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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주요 과제
기간

과제명
(총괄)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성능향상을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
(1세부) 전기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고안전성(700mAh/cc) High 니켈계(Ni≥80%)
양극 기술 개발

2016
~2020

(2세부) 전기차 리튬이온이차전지용 고에너지밀도(700mAh/cc) 음극 기술 개발
(3세부)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고에너지밀도(300Wh/kg이상) 리튬이온이차
전지용 전해액 상용화 기술개발
(4세부) 내열성과 전극 접착성이 우수한 다층구조 세라믹 코팅 분리막
(5세부)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300Wh/kg) 리튬이온 이차전지 개발
복합고체전해질 및 소재기술을 활용한 고안전성 전고상전지 기술개발

2017
~2021

(세부1) 고체전해질 및 이를 적용한 전고상 전지 기술개발
: 고에너지밀도 및 고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고상 이차전지 전해질 개발
(세부2) 전고상 전지용 고전압/고용량 양극 및 고용량 음극 기술 개발
: 고에너지밀도(900 Wh/L 또는 330 Wh/kg) 설계 가능한 양·음극 소재 개발

라.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사업 (산업부, 2022~2025)
□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사업은 제조공정에서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고품질 배터리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사업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하고, 약 3년(’23~’25)의
사업기간이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및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요구됨
○ 해당사업은 ‘기존 공정 고도화’를 통해 350Wh/kg급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를
지원할 예정으로 동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하기 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요 과제들은 고로딩 전극 코팅 및 건식 전극 성형
기술 지원을 표방함으로서 동 사업의 ‘전략분야 2.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과 유사성이 높음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이 동 사업의 브릿지 역할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예산
투입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을 성과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서 유사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90) 2차 추가제출자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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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건식 전극 제조지원 연구개발은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2>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사업기간

’22~’25

사업목표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
지효율 혁신, 공정관리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규모

3,600백만 원(`22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효율 탄소저감형 Slot-die형 고로딩 전극 코팅시스템 및 전극 건조시스템 등을
통해 중대형 이차전지의 품질 및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

내역사업

배터리 제조공정의 혁신
고성능화 + 탄소저감
고밀도 전극 제조기술
에너지소비 절감형 공정기술
전극공정의 제조기술
전극공정의 단위 공정별 고효율화를
고도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통한 에너지소비량 최소화
+
350Wh/kg(현 300Wh/kg) 이상급
전극공정(전체 제조공정 중 30%)의
고밀도 전극 제조기술 확보
에너지효율을 20% 이상 개선
+17%(성능) → -15%(탄소저감)
+20%(효율) → -6%(탄소저감)

구분

과제명
고효율 탄소저감형 고로딩

중점투자 분야
및 기술

기존

전극 코팅시스템 개발

공정

고효율 탄소저감형 고로딩

고도

전극 건조시스템 개발

화

고효율 탄소저감형 고선압
롤 프레스 시스템 개발

혁신

고효율 탄소저감형 건식전

공정

극 성형기술 개발

개발내용
전극의 고에너지화를 위해 대면적,
균질화, 고로딩화 전극 슬러리 코팅
기술 개발
건조 에너지 최소화, 연속 공정, 건조
용매 에너지 회수 등 효율적 건조 기술
개발
전극 부품의 합재 밀도를 증진시켜
고효율화가 가능한 고선압(프레스롤의
단위 길이당 하중) 인가 롤 프레스 개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건조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건식 제조공정 개발

마.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과기부, 2009~202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26조,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제8조 등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2009~2024년간 추진하는 기초 응용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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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은 2021년 103,764백만 원 규모이며 이 중 이차전지 분야는 7,756백만원
규모임
- 이차전지 내역은 전고체·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 지속 지원을
표방하며, 쾌속 충전 EV용 이차전지 개발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함
<표 4-1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기간

’09~’24

사업목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분야에 대하여 세계 선
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혁신 성장 동력 창출 지원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규모

103,764백만 원(`21년)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내역사업

ㅇ ①태양전지, ②연료전지, ③바이오에너지, ④이차전지, ⑤C1가스리파이너리, ⑥에
너지효율향상 등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이차전지) 기존 리튬이온 이차전지와 비교하여 폭발 위험성이 없고 유연한 전고체·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 지속 지원

□ 해당 사업은 사업목표, 사업내용에서 연관성이 존재하며 약 2년(’23~’24)의 사업기간이
중첩되며 연구주제, 추진체계상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및 구체적 연계
방안이 요구됨
○ 해당사업의 ‘이차전지’ 내역사업은 대용량 충전 시스템 개발, 쾌속 충전 EV용 이차
전지 개발 등 사업화에 적합한 육성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지원하고 있어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연관성이 존재함
○ 주요 과제인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91) 은 2018년
에서 2023년까지 국비 243억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해당 과제는 출연연, 소재부품 기업 및 이차전지 제조사 등이 참여하며 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셀 안전성과 수명, 성능의 검증 평가 진행

91) 기존 탄소(흑연)재 대신에 Li 금속을 가역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반응메커니즘 규명 및 이를 통한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고용량의 신규 리튬 금속 구조체 음극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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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의 주요과제
과제명

비고

리튬금속 계면 제어 및 보호를 위한 무기소재 기술 개발
전기도금 리튬전극의 계면 안정화를 위한 인비보 보호막 형성 및 전지
의 장수명 확보가 가능한 고농축 이온성 전해질 시스템 개발
In-Situ 인프라 구축을 통한 리튬금속 반응메커니즘 고도분석기술 개발
xEV용 리튬 금속 전지 셀 검증 기술 개발

전지제조사 주관

고에너지밀도/고출력 저반응성 리튬 구조체 요소기술개발
리튬 금속 전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가제어형 부품소재기술과 이를
활용한 고에너지 밀도 셀 제조 기술 개발
Dual-phase 반응 기반 고효율 리튬저장체 핵심기술 개발
리튬금속전극 지능형 계면 및 보호막 설계

- 해당 과제가 전지제조사의 참여를 통해 셀 검증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의
추진상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과기부, 2022~2024)
□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6조,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제8조 제15
조 등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2024년간 추진하는 기초 응용연구 사업임
<표 4-15>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사업명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기간

2022~2024

사업목표

탄소중립 기술군의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동력 확보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규모

(요구)100백만 원, (한도외) 16,900백만 원(`22년)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내역사업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기반구축 등 5개 분야 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은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겠다고 제시함
- 해당사업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와 탄소중립 R&D 예타사업 (’23년
착수 목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차전지 등 5대 분야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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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의 주요과제

초고용량
전고체 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① 니켈함량이 높은 NCM 소재 고용량/장수명화 기술 개발 및 형태
(모폴로지) 제어, 복합 양극 제조 기술
② 고도화된 신규 소재 활용 고용량/장수명 음극 최적화 기술, 복합 음극
제조 기술
③ 고내구성/고이온전도성 고체 전해질 박막 제조 기술
④ 고밀도/고담지화를 위한 신규 바인더 및 도전재 기술
⑤ 대면적, 고밀도 파우치 타입 전고체 전지를 위한 요소기술 정립

초고에너지밀도
리튬금속-공기
차세대전지 핵심
요소기술 개발

① 리튬금속-공기 차세대전지 적용 가능 대기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 동시
확보 리튬금속 음극 보호막 기술
② 고입출력 적용 가능 3차원 리튬 구조체 음극 기술
③ 비발화·비휘발·고안정성 전해질 기술 (젤/고체/이온성액체 등)
④ 리튬금속-공기전지 가역성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 요소 기술

- 해당사업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과를 토대로 효율, 내구성 등을 향
상시키거나, 현재의 기술적 장애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기술 단계를 도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행사업의 성과 중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핵심 성과를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단계도약 추진
□ 해당사업은 사업목표, 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주관
부처는 해당사업의 성과물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사업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초고용량 전고체 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초고
에너지밀도 리튬금속-공기 차세대전지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의 세부기술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동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연관성이 존재함
□ 과기부의 향후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 확보 전략이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일몰·종료와 해당 사업의 연계 이후 예타 사업(탄소중립 예타 內)을 통해 어떻게 연
계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상기 사업들의 분석 결과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표방하는 과기부의 사
업은 기초 및 응용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나 수요처와의 연계나 상용화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관부처(산업부) 기술개발과 유사점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주요 사업의 종료·전환에 당면한 상황에서 연관 부처들간 기술 전략을
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향후 적절한 이차전지산업 기술 확보·육성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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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인기초연구사업 (1986~계속)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
사업의 추진)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86년부터 추진하는 개발연구 사업임
○ 해당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476,968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함
<표 4-17>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개요
사업명

개인기초연구

사업기간

1986~계속

사업목표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규모

1,476,968백만 원(`21년)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내역사업

ㅇ (우수연구)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월성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 (리더연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리더급 연구자의 심화연구를 지원
- (중견연구) 국내 우수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 중견급 연구자를 지원
- (신진연구)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
제공을 위해 신진연구 지속 지원
ㅇ (생애기본연구)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 (생애첫연구)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 (재도약연구) 월성 중심의 연구과제(신진/중견/리더) 수행 연구자가 연구단절 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연구)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 해당사업은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사업 성과물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기술개발의 범주와 수요산업 특정성을 이유로 동 사업과 차별성이 있
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 과제의 내용과 목표상 유사성이 있음이 확인됨
- ‘350Wh/kg급 리튬이차전지를 위한 220mAh/g 고용량 Ni계 layered oxide 양극소재의
원자 구조 설계 및 개선 연구’, ‘리튬금속을 직접 이용한 차세대 고용량 전고체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고에너지밀도 리튬황전지 구현을 위한 Li2S 형상 및
위치 제어 기술’ 등의 과제는 동 사업의 내용과 중복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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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량 Ni 사용을 통한 350Wh/kg급 이차전지 과제는 동 사업의 전략과제 1과
유사성이 있으나 주관부처는 동 사업이 패키징 소재부품 개발을 포함하므로 차별성이
있다고 제시함
- 리튬황 전지의 경우 동 사업이 UAM에 특화되어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제시함
○ 소재·부품 분야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유사성은 있을수 있으나, 유사한 목표와 연
관된 소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기초연구 개발에 대한 면밀한 사전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7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 정부 재원 조달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볼 때 재원 조달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관부처는 ‘20~’21년 소재융합정책국의 신규 예산 추이를 근거로 동사업의 예산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제시함
- 그간의 추세나 동 사업의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볼 때 재원 조달의 위험성이 크
다고 보긴 어려움
- 다만 해당 기간이 소부장 특별 대책 등으로 인해 신규 과제가 많은 기간이었다는
점과 선행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들의 투입 기간(2020~2024, 2022~2025)이 동 사업
과 상당 기간 중첩 된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함
□ 다만 고성능 이차전지 생산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전지제조기업, 수요 기업 및 소부
장 기업의 참여가 전제된 민간 참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 동 사업의 목표가 도전적 수준의 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상용화임을 감안한다면 세계
적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한 전지 제조·수요기업 참여가 요청됨
○ 주관부처는 전략과제별 총 37개의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중복집계
포함 총 71개 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제시
- 동 사업은 참여가능 기업 66개를 예상하여 제시하였으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
업은 총 37개로 제시함92)
○ 하지만 주요 전략 과제에서 전지제조 및 수요기업의 참여 의향 확인이 제한적이며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관찰됨
- 전체 과제들 중 전지제조 3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과제는 3개임93)
- 차세대 분야의 핵심인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나 리튬황전지 과제에 참여의향을 제
시한 기업은 각 2개 이하이며 특히 선행 사업의 언계를 표방한 황화물계 전고체
92) 주관부처가 참여가능 기업이라고 제시한 기업 중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14개
93) 전략과제 2(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 개발), 전략과제 6(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화
물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전략과제 7(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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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4)의 경우 수요 또는 전지제조기업은 1개사만이 참여의향서를 제시함
- 반면 소형 산화물계 전고체 과제에는 6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제시하여 사업 배경
에 제시된 지향점과 기업 참여의향이 상이함이 확인됨
- 또한, 주력 분야와 상이한 과제 수요를 제시한 기업의 참여 의향 배경도 확인이 필
요한 사항이나,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94)

94) 이를 테면 한국전력이 소형 리튬황 전지과제에 의향을 제시한다던지, 한화(기계)가 소형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과제에 의향을 제시한 점 등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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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적 위험요인
□ ‘전과정 평가(LC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이차전지 제조과정95)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96)
○ 유럽연합(EU)에서는 ‘자동차 전과정 탄소배출량 규제(Life Cycle Assessment, LCA)97)’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제품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
제가 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과정 탄소정보의 생성 관리 필요
- 유럽에서는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전과정 평가(탄소발자국)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LCA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2025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향후 추진 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2023년에 발효하여 3년의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98)
□ 동 사업의 성과물의 상용화 과정에서 국제무역기구 (WTO)의 무역협정 등에 대한
위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의가 요구됨
○ 동 사업은 TRL 5~8단계의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응용 개발 사업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정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므로 향후 WTO 보조금협정 위배 가능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은 이차전지 분야의 다양한 기업 참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통상 관련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제시함
- 그러나 선행사업의 성과를 연계하겠다고 활용하겠다고 제시하며, 해당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한 점들은 특정성 이슈를 회피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95)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1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총 11t 중 절반에
달하는 5.3t이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며, 셀 제조 시 1.1t, 양 음극재, 전해액 및 분리막 등 소재 제조시
4.3t 발생(안태호, “‘배터리도 온실가스 5t 배출’.. 배터리社, 탄소제로 안간힘”, 파이낸셜뉴스, 2021.10.14.)
96) 현대자동차그룹, “더욱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 규제, 전과정 평가란?”, 2021.4.20.
97) 자동차의 전과정, 생산에서부터 운행과 자동차 부품의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하를 측정 관리하는 조치
98) 김도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과 전망”,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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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 틀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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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개요
□ 동 사업은 2023년~2028년 6년간 총 사업비 3,066.2억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겠다고
제시함
○ 총 사업비 중 2,168.3(70.7%)억 원을 산업부가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897.9(29.3%)억 원은 민간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함
<표 5-1>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후막전극 기반 제조기술 혁
신형 400Wh/kg급 이차전지
개발
고함량 실리콘전극 기반
350Wh/kg급 이차전지개발
극한환경(항공, 우주)용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
팩 개발
기
술
개
발

전기차용 400Wh/kg급 고안
전성전고체 배터리팩개발
고온(200℃) 실장 환경의
On-chip형 50mAh급 산화물
전고체전지 개발
20년 이상 장수명 ESS용 산
화물전고체 배터리팩개발
소형 전자기기용 400Wh/kg
급 플렉시블 리튬-황 이차전
지 개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용
400Wh/kg급 리튬-황 이차전지
팩 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민간
소계
정부
정부
민간
합계

`23

`24

`25

`26

`27

`28

합계

60.0
25.7
85.7
47.0
20.1
67.1
32.0
13.7
45.7
4.9
143.9
59.6
203.4

45.0
19.3
64.3
71.0
30.4
101.4
45.0
19.3
64.3
50.0
21.4
71.4
50.0
21.4
71.4
47.0
20.1
67.1
32.0
13.7
45.7
53.0
22.7
75.7
13.8
406.8
168.4
575.2

55.0
23.6
78.6
71.0
30.4
101.4
55.0
23.6
78.6
52.0
22.3
74.3
53.0
22.7
75.7
49.0
21.0
70.0
35.0
15.0
50.0
55.0
23.6
78.6
14.9
439.9
182.1
622

60.0
25.7
85.7
60.0
25.7
85.7
62.0
26.6
88.6
62.0
26.6
88.6
52.0
22.3
74.3
39.0
16.7
55.7
58.0
24.9
82.9
13.8
406.8
168.4
575.2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39.0
16.7
55.7
65.0
27.9
92.9
14.8
437.8
181.3
619.1

65.0
27.9
92.9
62.0
26.6
88.6
65.0
27.9
92.9
65.0
27.9
92.9
65.0
27.9
92.9
11.3
333.3
138.0
471.3

290.0
124.3
414.3
202.0
86.6
288.6
284.0
121.7
405.7
294.0
126.0
420.0
274.0
117.4
391.4
278.0
119.1
397.1
177.0
75.9
252.9
296.0
126.9
422.9
73.3
2,168.3
897.9
3,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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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산정 비율 적정성
□ 민간부담금 비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 단계와 참여기
업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상향된 수준의 민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유관 사업들의 민간 분담 수준을 근거로 아직 기획단계인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30%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참여 기업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담 비율을 대/중견/
중소 기업의 중간 수준인 3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고 제시함
- 또한, 유관 사업들의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대 민간부담금 비중을 제시하였음
사업명

정부 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ESS기술개발사업

71.0

29.0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
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68.5

31.5

소재·부품·장비 혁신 LAB 기
술개발 사업

70.0

29.5

평균

70.0

30.0

○ 제시된 정부출연금 대 민간부담금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목적과 참여 기관의 역량을 고려한다면 기존 이차전지 연구개발 과제에 비해 상향
된 수준의 민간 부담이 요청됨
- 통상적인 이차전지 관련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정부출연금 대 민간부담금 비율은
7:3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어 주관부처의 제시치의 범위 내에 있음이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이 셀이나 팩 단위의 제품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성능 제품생
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를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기존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민간 부담이 요청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기획평가 비용은 보편적 수준이라 판단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 연구개발 정책 평가 및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연구 등을 감안
하면,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4% 이내로 설정되어 보편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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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주관부처는 수요 조사시 제시 금액과 유사선행사업에 기반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과제의 예산규모를 책정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주관적인 비용 추정이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있음
○ 주관부처는 기존 유사 사업 혹은 과제규모를 참고하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고시자료
등을 통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산출하여 전체 사업비 규모를 산정하였다고 제시함
- 전략 과제 단위에서 투입인력 및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산출하여 전략과제
별 세부과제별 기술 개발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금액을 배분
하였다고 제시
○ 그러나 전략 과제 단위 인력 산정에 참고한 사업이나 과제, 전문가 의견과 반영 과
정 등의 적절성을 판단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 기존에 추진된 유사사업의 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 연평균 연구비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주요 사업들과 연평균 과제 비용을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의 연평균
정부 출연금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음이 관찰됨
- 주요 선행사업인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소재부품패키지형, 리튬기반 차세
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이차전지 과제의 연평균 정
부 과제비는 총괄 등 소액과제를 제외하더라도 각각 8.2 억원, 9.4 억원 및 5.5 억
원 수준임
- 이는 동 사업의 연평균 정부출연금인 16.4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과제 단가의 근거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서 동 사업이 차세대 이차전지 셀 및 팩까지 개발하고 상용
화 검증까지 포함되어 있어 과제 단가의 적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제시함99)
- 그러나 비교 대상 유사 과제들도 수요기업의 검증이 포함되거나, 셀 단위 개발이
포함된 사례가 존재함
- 더구나 셀/팩 단위 검증이 아닌 기술 개발 과제들 역시 연평균 과제비가 10~20억
원을 상회함을 감안한다면 적정성 판단의 근거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99) 기획보고서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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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계획서에 제시된 비용의 추정이 주관적이며 근거 제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
고, 추가적인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5-2> 주요 선행사업 과제들의 연평균 과제비용 (단위: 백만 원)
과제

개수 및 기간

총 정부과제비

과제당 연평균
정부과제비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5개 세부과제
(총괄제외)
2016~2020

20,587

823.5

전고상 전지 기술
개발

2개 세부과제
(총괄제외)
2017~2021

8,101

810

소재부품기술개발
(소재부품패키지형)

이차전지 관련
계속 및 신규

14개 과제
과제당 3~9년

70,389

938.4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세부과제
(IP제외)

10개 5년

27,480

549.6

사업명

ESS기술개발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
기술개발)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5

3. 총비용 추정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원안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총사업비는 기
획보고서의 3066.2 억원을 준용함
○ 세부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지만 적정 비용 규모 추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음
○ 다만 경제성 분석에서의 총비용을 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인 3066.2억 원을 준용함
- 동 사업의 총비용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비인 6년간 (2023~2028) 3066.2 억 원
(현재가치 2,387.7 억원)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
- 사업 종료 후 편익 발생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편익 추정 시 R&D 기여
율 적용을 통해 고려되므로, 총비용에는 총사업비만을 반영
※ 현재가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는 시점(2021)의 전년도
를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산정
※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100)

<표 5-3> 동 사업의 비용 흐름
(단위 : 억 원)
연도

총 비용

2023

비용(명목)
203.4

비용(현가)
178.2

2024

575.1

482.3

2025

622.1

499.1

2026

575.3

441.7

2027

619.3

454.9

2028

471.5

331.4

합계

3,066.2

2,387.7

100) 기획재정부 훈령 제436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안 제50조 제1항 기준

156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2 절 편익 추정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주관부처는 시장 창출 편익을 제시함
<표 5-4> 주관부처의 편익 산출 내역
구

분

편익추정수식
편익기간
편익 회임기간
세계시장
국내 기업
시장점유율
할인율
R&D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내

용

[시장 편익] = 세계시장 × 국내 기업 시장점유율 × R&D 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과제별 특허 중앙값 기준 수명주기의 평균값인 8년을 적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내 개발·응용 연구 분야의 3년을 고려하되, 전지
제조사가 주도의 상용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회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
국내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시장데이터 활용
* 근거 : SNE Research 2020년 보고서

현시점에서 국내 점유율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 현 상용 이차전지의
국내 점유율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점유율을 5.0%~25.0% 로 산정
현재가치 환산시 4.5% 적용
*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35.4% 적용
*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46.4%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성과활용현황 조사분석보고서 중 전기·전자 분야 적용

부가가치율

2018 연장표 통합소분류 전지 분야 부가가치율인 29.6%

사업기여율

NTIS를 기준으로 5년간(`16~`20)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과제의 정부출연금 규모를
산출한 후 평균값을 산정하고 정부/민간 투자 비율을 적용하여 13.9% 적용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 시장 규모는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이 포함된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단일 자료만을
반영되었으며 타 보고서 대비 다소 과대한 측면이 있음
○ 주관부처는 국내 시장 조사기관인 SNE research의 2020년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2030년 기준 이차전지 시장을 3,392 GWh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EU의 ‘BATTERY 2030+’(2020)나 Bloomberg NEF의 ‘New Energy Outlook
2021’(2021) 등에서 발표한 2030년 이차전지 시장은 각각 2,623GWh와 2.5TWh로서
기획보고서가 인용한 출처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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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5년 기준 2,492 GWh를 제시한 ‘Lithium-Ion Battery Megafactory Assessment’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1)의 경우 2020년 시장을 747 GWh로 제시하여,
실현된 규모101)나 타 보고서들 대비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표 5-5> 시장조사기관 자료 비교 (2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보고서 및 출처

기준

2025년

2030년

기획보고서 제시
(SNE Research (2020))

179GWh(`18)

1,485GWh

3,392GWh

184GWh(`18)

-

2,623GWh

-

-

2.5TWh

747GWh(`20)

2,492GWh

-

BATTERY 2030+ Roadmap
EU (2020)
New Energy Outlook 2021
Bloomberg NEF (2021)
Lithium-Ion Battery Megafactory Assessment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1)

□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은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정부 민간 투자 비율의 근거를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서 가져왔는
데 해당 21:79는 전체 연구개발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임
- 해당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민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397.5억 원임
○ 그러나 기획보고서 중 사업 개요에 제시된 주요 수치들과 이차전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치의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주관 부처는 2020년 기준 삼성 SDI 의 연구개발 투자가 8,083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디스플레이 등 전자재료 부문의 투자가 합산된 수치라 제시하였음
- 그러나 해당년도 매출액 발생의 77%가 배터리 부문, 23%가 전자재료 부문에서 발
생했으며 배터리 부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연구개발 투자 역
시 상당부분 연관성이 있을것이라 판단됨102)
- 더구나 기초자료에서 2020년 전지 3사가 연구개발비로 약 1조 2,500억 원을 투입
했다고 제시하였으며 이 중 차세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
더라도 상기 민간 투자규모는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이라 판단됨103)

101) https://insideevs.com/news/481925/ev-battery-market-january-november-2020/
10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103) 예비타당성 조사진은 유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투자 비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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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보고서는 편익 도출시 수요 시장별 규모에 대한 고려를 진행하지 않았음
○ 각 전략 과제는 수요시장은 구체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으며, 인용한 시장자료 역시
시장 예측을 수요시장별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기획보고서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수요분야별로 진행하는 대신 전체 비용
대비 이차전지 시장 전 분야에 대한 편익으로 반영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측을 통한 시장 추정은 이미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임
- 더구나 시장 예측 보고서들을 통해 EV, ESS, IT 등 주요 수요시장별 시장 경향에 대한
예측이 존재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이차 전지가 점유할 시장 규모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며, 사업기여율 산정 시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2038년 전체 이차전지 대비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0%라 제시하였음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에 따라 차세대 이차전지의 시장 비중이 높아
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은 적절함
- 그러나 제시된 수치의 근거인 전문가의 의견이 어떠한 경로로 수렴되었으며, 최소
한의 객관성을 획득할만한 조사활동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가의 의견과 전고체 시장 추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의
추산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가능함
- 기획보고서 추계의 시작점이자 차세대 분야 산정의 기준으로 전제된 2020년 전고체
시장 2GWh 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주관부처 추정의 주요 전제인 2020년 2GWh와 2030년 136GWh 달성을 가정한다
고 하더라도 2038년 20% 수준의 점유율 추세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 판단
됨104)

104) 시장자료의 2020년과 2030년 수치를 외삽하여 추세할 경우 2038년 전고체 시장은 253.2GWh로서 기획보고
서가 추산한 해당시기 이차전지 시장의 9%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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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 산정 근거 (2차 자문회의 주관부처 발표자료中)

□ 이처럼 예상되는 편익시장 규모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 가능한 상황
임에도 주관부처는 별도의 소명을 진행하지 않았음
□ 주관부처는 국내 점유율을 2031년부터 본격적인(10% 수준)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적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에 대한 국내 점유율을 2027년 5%, 2031년 10%,
2038년 25% 로 설정함
○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 투자 의지 등을 고려한다면 제시된 점유율 수치는
어느정도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고함량 실리콘전극 과제가 2025년 종료되어 2년 후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해당 과제의 상용화 수준 추이와 함께 상호 고려가 요청됨
- 또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수급 이슈와 자원 확보 과정에서의 환
경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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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이차전지 시장의 국내점유율
(단위 : 억 원, %)
구분

세계 이차전지 시장
(평균값)

차세대 이차전지 비
중

2018

329,192.1

2019

320,932.8

2020

457,211.3

2021

620,037.5

2022

847,168.2

2023

1,095,537.2

2024

1,412,930.3

2025

1,769,850.0

2.0

2026

2,021,758.7

2.4

2027

2,313,194.0

2.9

5.0

2028

2,646,515.7

3.5

5.9

2029

3,030,573.2

4.2

7.1

2030

3,459,466.8

5.0

8.4

2031

3,781,557.7

5.9

10.0

22,485.3

2032

4,137,522.7

7.1

11.4

33,348.3

2033

4,484,467.7

8.4

13.0

48,994.9

2034

4,819,614.9

10.0

14.8

71,377.0

2035

5,140,787.5

11.9

16.9

103,200.4

2036

5,446,373.5

14.1

19.2

148,205.8

2037

5,735,272.3

16.8

21.9

211,552.4

2038

6,006,833.4

20.0%

25.0%

300,341.7

국내 점유율

국내 점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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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가. 편익 추정 방법
□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 및 자료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시장수요
접근법’이 동 사업의 편익 추정과 연관된 방법론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이 추진하는 분야는 전 산업에 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여가 가능하나,
본 조사에서는 직접 편익이 발생되는 이차전지 시장 중 차세대 분야로 한정
○ 사업 목표는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제품 확보’이고, 성과 발생은 이차전
지 소부장 및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동 사업 편익은 생산자 중심의
편익에 해당
<표 5-8> 편익 추정 수식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수식

내용
[시장 편익] = 세계 시장* × 국내 기업 시장점유율 × R&D 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 동 사업의 개발과 연관되는 수요 시장을 고려

나. 편익 추정 변수
□ 시장 규모
○ 객관적 시장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되, 전략분야별 투자와 해당 수요산업별 시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시장 규모나 차세대 이차전지의 비중 등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관부처는 별
도의 소명을 진행하지 않았음
○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시장 예측이 주요 글로벌 시장 자료의 수치와 일정 수준 이
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예측치를 조정함
○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의 경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예측에
한계가 있으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술 혁신의 추이와
시장의 수요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처의 비중 증가 추이를 준용
- 다만 주관부처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성 수렴 과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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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요 글로벌 보고서105)의 전고체 비중 예측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형성 시점은 일부 조정106)
○ 수요산업별 시장의 경우 주관 부처가 제출한 시장보고서에 제시된 시장 비율(셀과
팩의 평균치)을 준용
□ 사업기여율
○ 유사과제 도출은 NTIS 과제 검색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를 1차 도출 후 검증을 진
행하고, 이 중 차세대 분야를 별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예비타당성 조사진은 이차전지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과제 단위에서 분석하여
유효 건을 도출한 후, 주요 선행 과제 누락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전체 모집단 구성
- 상기 모집단에서 동 사업의 전략과제를 구성하는 차세대 분야의 키워드를 과제명
과 연구내용 검색을 통하여 도출한 후 과제 단위에서 검증
○ 정부 민간 투자비율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제시된 ‘에너지
저장’ 분야의 정부와 민간 투자 금액의 3년간 평균치를 적용107)
□ 사업화성공률
○ 주관부처의 제시와 같이 전기전자 분야의 성과활용현황 조사분석보고서(2019)의 수
치인 45.4%를 준용
□ 부가가치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치(2018년 29.62%)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의 전지분
야 최신(2019) 부가가치율로 업데이트한 30.86% 적용
□ 회임 기간
○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TRL 8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임
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함
□ 편익 발생 기간 및 기타

105) Markets&Marktes, IDTech, Yole Développement 등
106) 주관 부처가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기준으로 제시한 2021년도 규모(2GWh) 역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
황
107) 과학기술기본법 12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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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 발생기간은 특허조사를 통해 산출된 기술순환주기 8년을 적용
- 예비타당성 조사진에서 동 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
- 특허기술동향조사는 2021년 11월까지 출원 공개 및 등록된 한국(KIPO), 미국
(USPTO), 일본(JPO), 유럽(EPO), 중국(SIPO), 국제특허(WIPO)의 특허를 대상으
로 분석
- 분석 결과 세부 분야별로 리튬이온전지 7.8년, 리튬황전지 8.5년, 전고체 전지 7.5
년, 기타(AD) 9.0년 등으로 도출되었음
- 세부 분야별로 기술의 특성은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 8년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
가 없다고 판단됨
○ 환율은 2020년 한국은행 연평균 원/달러(종가) 1,179.9 활용
○ 사회적 할인율은 4.5%를 적용

<표 5-9> 최종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방안 비교
항목

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부가가치창출 편익

좌동

세계시장 규모

SNE research

* 다만 차세대 전지 점유율 추이의 경우,
주관 부처 추정을 준용하되, 시기는 1년 지연 적용

국내기업
시장점유율

기준시점 시장점유율 : 10%
목표 시장점유율 : 25%

좌동

사업화 성공률

46.4%

좌동

사업기여율

13.9%

이차전지 응용 분야별 2.5%~35%

R&D 기여율

35.4%

좌동

부가가치율

29.6%

30.86%

편익 회임기간

2년

좌동

편익 발생기간

8년

좌동

기준연도

2020년

좌동

환율

1,179.90원

좌동

사회적 할인율

4.5%

좌동

S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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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편익 추정
□ 동 사업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 2031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총편익은 명목가치
기준 1,782.1억 원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877.2억 원으로 분석됨

<표 5-10> 사업의 비용흐름
(단위 : 억원)
연도

편익(명목)

편익(현가)

2031

43.7

26.9

2032

64.0

37.7

2033

93.1

52.5

2034

134.8

72.8

2035

194.3

100.4

2036

279.5

138.2

2037

400.5

189.5

2038

572.3

259.1

합계

1,782.1

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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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제성 분석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편익비율을 산정한 결과 0.37 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 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5-11> 동 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결과
(단위 : 억 원)
연도

비용

편익

2023

명목
203.4

현가
178.2

명목

현가

2024

575.1

482.3

2025

622.1

499.1

2031

43.7

26.9

2032

64.0

37.7

2033

93.1

52.5

2034

134.8

72.8

2035

194.3

100.4

2036

279.5

138.2

2037

400.5

189.5

2026

575.3

441.7

2027

619.3

454.9

2028

471.5

331.4

2029
2030

2038
합계

3,066.2

2,387.7

572.3

259.1

1,782.1

877.2

<표 5-12> 동 사업의 총사업비 및 B/C 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총비용 현재가치

총편익 현재가치

B/C 비율

NPV(순현재가치)

2,387.7

877.2

0.37

-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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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가.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
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각각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108)이 존재하며, 이를 극
복하고자 사업 종합 판단에 있어 다기준 분석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을 활용함
○ 다기준 분석기법은 다수의 속성(multi-attributes)들을 고려하고 다수의 목적(multiobjectives)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기법임
- 다기준 분석기법은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확장적, 통계적, 퍼지 방법 등이
있고, 정보 처리 과정에 따라 가중합, 가중곱, 분석적 계층화법(AHP) 등이 있음
□ 동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대표적인 다기준 분석기법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20.1)’에서는 분석적 계층화법
(AHP)을 사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나. AHP 기법의 개요
□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
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임
○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
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
108)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고, 평가의 일관성 및 사업
의 특수성을 동시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 평가에 참여하는 다수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견해
를 고려해서 대표성을 가진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난제 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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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함
○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는 점임
- 이는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 한다는 점,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음
- 또한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척도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
는 각종 기법은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임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AHP의 절차는 평가 대상사업의 개념화, 평가기준과
계층구조의 설정,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대안 간 선호도 측정, 종합점수 산정과 환
류과정,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등으로 이루어짐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2. 종합평가 결과
가. 조사 대상 집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
회가 구성한 동 사업의 종합평가위원회 12인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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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사업을
배정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 및
PM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등으로 종합평가위원회가 구성됨
□ AHP에 참여한 12인의 평가가 중 종합점수 기준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부여한 평가
자를 제외한 총 10인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함
○ 전체 평가자의 개별 응답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가자의 개인별 선호를 가능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자 12인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시한 각 1인의 결과를 배제함
○ 전체 평가자의 개별 응답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
나.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적․정
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별로 각각의 종합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 동 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는 3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6-2]와 같이
크게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같이 세 개의 대항목으로 분류되
며, 그 하위에 2계층, 3계층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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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평가항목
(1계층)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
(2계층)

평가항목
(3계층)

평가내용

비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ㆍ문제/이슈의 식별 과정·
결과의 적절성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
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을수
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목표의
적절성

-

ㆍ목표 설정의 적절성

설정된 목표가 식별된 문제/이슈의
해결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ㆍ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ㆍ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을
통한 세부활동 간의 연계
성을 구체화 정도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추진체계 및 전략을 통해
세부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구체
화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

ㆍ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장기계획과의 부합 정도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ㆍ선택군 계획과 관련된 사
업들 간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ㆍ사업 거버넌스

사업의 임무·역할이 분명히 차별화
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할
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재원조달
가능성

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법 제도적
위험요인

ㆍ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제한 여부
ㆍWTO 보조금협정 상의 위험
요인 및 대응 방안

법·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
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ㆍ효과추정
ㆍ비용효과 분석

연차별 투입계획 및 총사업비 규모
추정이 구체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비교 대안에 비해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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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
교를 수행하여 설정되며, 동 사업의 AHP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자별 및 종합 가중치
결과는 <표 6-2> 와 같음
○ 최상위 계층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쌍대비교가
아니라 평가자가 직접 비중을 부여하며, 하위 항목의 가중치는 쌍대비교를 통해 설
정됨
○ 쌍대비교 질의시의 척도(Scale)로는 T.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적용하였음
□ 1계층 평가항목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432, 0.277,
0.290로 나타나 평가자들이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을 확인함
○ 1계층 평가항목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중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의 가중치가 0.432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적 타당성이 0.277, 경제적 타당성이 0.290
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중치의 총합은 1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각각 0.093, 0.195, 0.145로 나타남
○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는 ‘사업목표의 적절성’을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
절성’ 및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함
□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2계층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
인’ 항목은 각각 0.151, 0.127으로 조사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항목보다 중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의 하위항목(3계층) 중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0.056으로,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가 0.094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의 하위항목(3계층)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 항목이 각각 0.082, 0.045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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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가항목

세부
종합

평가자
종합
1

2

3

4

5

6

7

8

9

10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0.093 0.026 0.036 0.089 0.167 0.031 0.337 0.033 0.071 0.095 0.214
과학
기술적
타당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0.195 0.064 0.182 0.272 0.167 0.264 0.043 0.259 0.071 0.251 0.214 0.432
0.145 0.310 0.182 0.039 0.167 0.105 0.070 0.108 0.357 0.054 0.07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0.151 0.043 0.167 0.075 0.150 0.200 0.043 0.250 0.167 0.060 0.280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0.056 0.005 0.028 0.050 0.075 0.040 0.036 0.042 0.042 0.040 0.140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0.094 0.038 0.139 0.025 0.075 0.160 0.007 0.208 0.125 0.020 0.140
0.277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0.127 0.257 0.033 0.225 0.150 0.050 0.257 0.050 0.033 0.240 0.070

재원조달 가능성

0.082 0.220 0.025 0.150 0.075 0.040 0.193 0.025 0.017 0.120 0.023

법·제도적 위험요인

0.045 0.037 0.008 0.075 0.075 0.010 0.064 0.025 0.017 0.120 0.047

경제성

0.290 0.300 0.400 0.300 0.200 0.350 0.250 0.300 0.300 0.300 0.150 0.290

라. 사업계획에 대한 AHP 평가 결과
□ 동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319, ‘사업 미시행’이 0.681으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
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표 6-3>은 10명의 평가자별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
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 점수를 요약한 것으로, 종합결론에서 평가자 10명 모두 ‘미
시행’으로 평가하였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10인의 평가자 전원,
정책적 타당성은 6인의 평가가 ‘사업 미시행’ 평점이 높게 도출되었음
○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755로 나타났으며, 개
별 평가자 10명 전원이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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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타당성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한 평가자는 3인으로 종합평
점은 0.482이며,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은 0.518로 총 6인의 평가자가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에는 사업 미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785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9명은 ‘미시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1

0.258

0.742

0.123

0.877

0.461

0.539

0.111

0.889

2

0.305

0.695

0.208

0.792

0.692

0.308

0.167

0.833

3

0.303

0.697

0.239

0.761

0.444

0.556

0.200

0.800

4

0.250

0.750

0.250

0.750

0.250

0.750

0.250

0.750

5

0.161

0.839

0.152

0.848

0.199

0.801

0.143

0.857

6

0.355

0.645

0.222

0.778

0.364

0.636

0.500

0.500

7

0.469

0.531

0.452

0.548

0.631

0.369

0.333

0.667

8

0.304

0.696

0.168

0.832

0.632

0.368

0.250

0.750

9

0.316

0.684

0.283

0.717

0.453

0.547

0.167

0.833

10

0.402

0.598

0.364

0.636

0.500

0.500

0.200

0.800

종합평점

0.319

0.681

0.245

0.755

0.482

0.518

0.215

0.785

평가자수

0

10

0

10

3

6

1

9

*정책적 타당성 항목에서 평가자10은 중립으로 평가하였음
*경제적 타당성 항목에서 평가자6은 중립으로 평가하였음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3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
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흡함
○ 이차전지 분야에서 산업 수요-기술 공급 연계성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차
세대 분야에서 상용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 강화는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소재의 신뢰성·성능 원천기술이 요청되는 차세대 분야에서 제품단위 개발투
입을 통해 난제 극복 및 상용(TRL 8) 수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또한, 전략 분야별 현 기술수준 진단, 상용(파일럿) 라인에서 성과를 실증할 방안, 투
입될 요소의 획득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차세대 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연구에 투자해
온 부처들간 연계가 전제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술적 이슈들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들로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사업 목표의 세부 달성기준이나 기술확보전략은 다소 미흡함
○ 주관부처는 고안전, 경량/친환경 특성을 고성능 구현을 기본으로 확보하겠다고 제
시하였으며,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됨
○ 다만 상용화를 위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각 이슈가 개별 과
제에 대응되어, 사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상용화 수준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함
○ 전지 제조 및 응용기업의 수용성이 요청되는 기술 요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
나 기준의 근거, 달성 전략 제시가 미흡함
□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현재 기술수준 진단이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연계하려는 선행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 동 사업은 TRL 5~8 단계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착수 시
점에 상용화에 적합한 최적의 소재 및 제조기술의 확보 방안이 필수적으로 전제됨

174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그러나 연계하고자 하는 선행 사업은 초기 또는 미투입 상황으로 성과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관 부처와 타부처의 원천기술 성과 연계에 대한 고찰도 미흡함
○ 획득·연계가 제시된 선행기술도 과제명에 대한 나열 수준으로, 상용화 사업의 수행·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확보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선행 사업 참여 기관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도·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은 수혜자의 특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음
□ 상용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식별과 방향성·지표 설정에 이견이
존재하며, 과제별 수요처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함
○ 주요 세부활동 목표는 성능지표(에너지 밀도) 달성에 집중되어있으며, 극복되어야 할
Trade-off 특성, 동시 달성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나 목표 제시가 미흡함
○「극한환경, UAM, 플렉서블 소자」 등 전략 과제별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기술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일부 차세대 소재의 경우 상용화의 추진을 뒷받침할만한 소재나 요소기술의 현재
개발 수준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에너지 밀도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간 상호 연계 방안
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핵심 난제 요소에 대한 기술 전개를 구체화하지 않았음
□ 기획 과정이 전략적 의제설정에 기반하거나 시의성 있고 균형있는 수요조사 과정을
통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조·수요기업의 실질적 참여도 제한적임
○ 주요 기획 과정에 수요기업의 니즈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략 과제에 대한 역량 있는 수요·전지제조 기업의 참여 의사 확인이 명확하지 않음
○ 전략과제 도출을 비롯한 사업의 핵심 의제 기획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보다는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제시된 기획 프로세스와는 달리 수요 조사된 과제 상당수는 전략 과제 설정 전에
포괄적으로 조사된 것으로서 사업 전략·목적이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과제들의 TRL도 동 사업 범주에 부합하지 않음
□ 시장 편익을 지향하는 상용화 사업임에도 확장성 위주로 사업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구체적인 수요분야를 상정한 6대 전략과제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전기차 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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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포괄적으로 적용과제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비중은 제한적임
○ 이러한 구성 근거로 제시된 새로운 응용시장 요구, 빠른 수익 창출 등을 뒷받침할
만한 분야별 기술적 요구, 산업 설정 논리·연계성, 수익 근거 등의 제시가 미흡함
○ 이러한 사업 구조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추진배경과 다소 괴리가
있으며 성장형 사업으로서 경제성 확보에 한계
□ 비용 및 편익 산정의 근거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경제성 (B/C)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추진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최종 편익은 사업 추진 타당성
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
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 기준 0.319, ‘사업 미시행’ 기준 0.681로 도출됨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0.319

0.681

0.245

0.755

0.482

0.518

0.215

0.785

평가자 수

0

10

0

10

3

6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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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
구 분

사업계획서

총사업비(억 원)

3,066.2억원 (국고:2,168.3억원, 민자:897.9억원)

사업기간

2023년～2028년 (6년)

B/C Ratio

0.37

AHP

0.319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차세대 분야의 상용화 난제를 명확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개발 투입의 전제나 기술연계 방안 제시가 미
흡함
․차세대 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연
구에 투자해온 정부 부처들간 연계가 전제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비고

․기술적 이슈들은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사업 목표에 세부 달성기준이
나 기술확보전략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현 기
술수준 진단이 충실히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연계하려는 선행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상용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한 식별과 방향성·지표
설정이 미흡하며, 과제별 수요처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였다고 볼만
한 근거도 부족함
․사업의 기획 논리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과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비용 및 편익의 산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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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연구개발 지원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글로벌 친환경화에의
기여와 소재부품 산업으로서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도
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차전지 제조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현 주력
상품군의 개선과 차세대 제품군의 도입 등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단기/중장기적인 전략 설정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는 전지제조/소재/장비 등 이차전지 제조 기업 및 이
를 수요로 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기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지원은 이들의 기술
역량 및 수용성에 대한 공동 검토 내지 밀접한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기술 성과 연계는 다양한 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동
의 검토와 기획과정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후보 제품군이 다양한 분야의 특성상 상용화 기술의
성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선행 연구개발 사업과 민간 연구개발 성과의 도출이 중
요함
- 동 분야가 아직 완전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상용화
는 원천기술 성과에 대한 검토와 연계 그리고 제조처와의 환류 과정과 밀접한 연
관이 있음
- 이러한 평가와 진단을 통한 고성능 제품의 대규모 실증과 사업화는 이를 수용 가
능한 수요처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사전 기획단계에서 요청됨
○ 동 사업이 고성능 제품군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급속히 제기되는 자원 수급의
이슈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의 포지셔
닝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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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AHP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

[전문가 설문 개요]
본 설문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은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를 결정하는 것과 평가항목별로 사업시행의 타당성 정도(사업 추진, 사업
미추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
우 환류과정을 거치게 되오니 전문가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응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 분석법)는 의사결정시 고려할 평가항목
들을 계층화하여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
간 비교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응답자 정보

성명

(서명)

연락처

소속

전화

직위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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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작성안내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의사
결정 계층구조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기준은 각각 [그림 1], <표 1>과 같
습니다.
○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조사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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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AHP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1계층)
(2계층)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과학기술적 사업목표의
타당성
적절성
분석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정책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
(3계층)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비고

-

ㆍ문제/이슈의 식별
과정·결과의 적절성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ㆍ목표 설정의 적절성

설정된 목표가 식별된 문제/이슈의
해결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ㆍ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ㆍ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을
통한 세부활동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 정도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추진체계 및 전략을 통해
세부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구체화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상위계획과 ㆍ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 부합성
중장기계획과의 부합 정도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ㆍ선택군 계획과 관련된
사업
사업들 간의 차별성 및
추진체제 및
연계방안
추진의지
ㆍ사업 거버넌스

사업의 임무·역할이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재원조달
가능성

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부담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법 제도적
위험요인

ㆍ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제한 여부
ㆍWTO 보조금협정 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법·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평가내용

(예시)
지역균형발 ㆍ(예시)지역낙후도
전

-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ㆍ비용편익 분석 / 비용효과 분석

(예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연차별 투입계획 및 총사업비 규모
추정이 구체적이고,
비용편익(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비교 대안에 비해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186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설문지 작성 및 유의사항
1. 설문지 작성 예

○ 예를 들어, 두 가지 평가요소 ‘항목 A’과 ‘항목 B’를 비교할 때, ‘항목 B’가 ‘항목
A’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
도 ‘7’ 란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절대
중요
(9)

항목

(8)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A

(8)

V

평가

절대
중요
(9)

항목
항목 B

<설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

척도

1

3

용어

‘동등’

‘약간 중요’

‘중요’

설명

동등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욱 더 중요
(strong)

5

7

9

‘매우 중요’

‘절대 중요’

대단히 더 중요 절대적으로 중요
(very strong)
(absolute)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자료로 비일관성지수가 생성되며 응답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일관성 지수가 0.15이상일 경우에 응답결과
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재설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 평가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일관성 결여가 발생하면 비일관성 지
수가 높게 나오므로 설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순위 일관성 결여
- A가 B보다 중요하고 C가 A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B가 C보다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 A > B 이고 C > A 라고 한다면, C > B라고 응답하여야 함
2. 쌍대비교 일관성 결여
- A가 B보다 2배 중요하고 C가 A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C가 B보
다 8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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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설정
[설문 1.1과 1.2]는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
도와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성능 차세대 이
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경우, 어느 평가항목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1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유형별로 각 항목별 가중치 제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 장 형 (과학기술성 : 정책성 : 경제성 = 40～50% : 20～40% : 10～40%)

과학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 = (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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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별로
좌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이 우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
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1.2.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제2계층

세부
평가항목

절대
중요
(9)
(8)

매우
중요
(7)

중요
(6)

(5)

(4)

약간
중요
(3)

동

(2)

등
(1)

(2)

약간
중요
(3)

중요
(4)

(5)

(6)

매우
중요
(7)
(8)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절대
중요
(9)

세부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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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제2계층

세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9) (8)

매
우
중
중
요
요
(7) (6) (5) (4)

약
동
간
중
요
등
(3) (2) (1) (2)

약
간
중
중
요
요
(3) (4)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
의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추진상
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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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제3계층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항목

세부
평가항목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절
대
중
요
(9) (8)

매
중
우
요
중
요
(7) (6) (5) (4)

약
동
간
중
요
등
(3) (2) (1) (2)

약
중
간
요
중
요
(3) (4)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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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제3계층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세부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능성

절
대
중
요
(9) (8)

매
중
우
요
중
요
(7) (6) (5) (4)

약
동
간
중
요
등
(3) (2) (1) (2)

약
중
간
요
중
요
(3) (4)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법·제도적
위험요인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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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평가항목별 시행/미시행 대안의 평점 부여
[설문 2]는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의 시행과 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
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 미시행) 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절
대
적
절
(9) (8)

매
적
우
적
절
절
(7) (6) (5) (4)

약
중
간
적
절
립
(3) (2) (1) (2)

약
적
간
적
절
절
(3) (4) (5) (6)

매
우
적
절
(7) (8)

절
대
적
절
(9)

평가항목

대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상위계획과의 사업
부합성
시행

사업
미시행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법·제도적
위험요인

사업
시행

사업특수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중립,
문제가 있을 경우는
미시행 방향으로 평점 부여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전환식 활용

대안

사업
미시행
사업
미시행
사업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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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