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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Focus

유럽의 배터리 산업분야 발전 계획
- BATTERY 2030+ 이니셔티브 박혜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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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배경
차세대 첨단 기기(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
동력으로 배터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배터리

산업분야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 유럽에서는 국가 및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관련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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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 유럽연합(폴란드 제외)은 ’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에
합의(’19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핵심기술 수요 증대) 전기자동차*증가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 증대 예정
* 4백만대(’18년) → 5억~20억대(’28년) → 90억대 이상(’40년)
** 77GWh(’18년) → 250GWh~1,100GWh(’28년) → 600GWh~4,000GWh(’40년)

그림 1. 전기자동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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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주도권 확보 필요) 동아시아(중국, 한국 및 일본)가 배터리 주도권의 90% 점유
- 유럽의 배터리 시장 규모는 ’25년까지 2,500억 유로로 성장하고 300~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그림 2. 배터리 산업 점유율(출처: Europe Commission 자료(201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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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2030+ 이니셔티브의 개요 및 연구 분야
(개념)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및 컴퓨팅 등을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및 산ㆍ학ㆍ연 협력 장기 연구 계획
(목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초고성능, 안전성, 경제성 및 스마트 기능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개발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 및 범연구 분야로 구분
표 1. Battery 2030+ 이니셔티브의 연구 분야(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구분
주요 연구 분야
(Main Research Areas)
범연구 분야
(Cross-cutting Research Areas)

연구 분야
배터리 소재 및 인터페이스의 발견 및 설계 가속화
스마트 센싱 및 자가 치유 기능
제조용이성
재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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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ttery 2030+ 이니셔티브의 연구 분야(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 (배터리 소재 및 인터페이스의 발견 및 설계 가속화) 배터리 인터페이스 게놈(Battery
Interface Genome, BIG) 및 소재 가속화 플랫폼(Materials Acceleration Platform,
MAP) 통합을 통해 배터리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그림 4. 소재 가속화 플랫폼의 핵심 요소(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 (스마트 센싱 및 자가 치유 기능) 배터리의 상태 설정 및 셀 내에 스마트 감지 기능
도입으로 배터리 내부결함 감지를 통해 수명 연장, 안전성 및 환경 지속성 확보

4

유럽의 배터리 산업분야 발전 계획 - BATTERY 2030+ 이니셔티브 -

그림 5. 감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자가 치유 간의 시너지 효과(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 (제조용이성)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을 통해 셀 제조 공정 초기,
물리적 문제 탐지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 및 셀 제조 방식의
최적화

그림 6. 셀 제조 과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 (재활용성) 폐기물과 낮은 CO2 배출량 감소 및 전략적 자원 사용으로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재활용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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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수준) 기술성숙도 중 낮은 단계(TRL 1~3)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그림 7. Battery 2030+ 이니셔티브의 기술 개발 수준(출처: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 연 구 기 금 지 원 프 로 그 램 ) H o r i z o n 2 0 2 0 프 로 그 램 에 이 어 H o r i z o n
Europe(2021~2027) 프로그램의 지원 받음
- (예산 규모) BATTERY 2030+ 이니셔티브를 위한 예산 규모
표 2. Battery 2030+ 예산 규모(출처: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2019) 발췌)
구분

비용(유로)

차세대 배터리 화학 물질의 발견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2,000만

스마트 배터리 셀 화학 물질을 위한 감지 기능

1,000만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셀 화학 물질을 위한 자가 수리 기능

1,000만

배터리 기술 분야의 유럽 이해 관계자를 통합하기 위한 조정 및 지원 조치

200만

(지원

기간) ’19년 3월부터 향후 10년간 진행 예정
(국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유럽 9개국의 대학(5개), 연구기관(7개),
협회(3개) 및 산업체(1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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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attery 2030+ 이니셔티브의 핵심 그룹(출처: Green Car Congress 자료(2019) 발췌)
구분

명칭

국가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대학

웁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y), 토리노 폴리테크니크(Politecnico di Torino)
대학교, 덴마크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브뤼셀 대학교(Vrije
Universiteit Brussel) 및 뮌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ünster)

연구기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칼스루에 기술연구소(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프랑스 국립 과학연구센터(French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독일 율리히 연구소(Forschungszentrum Jülich), 프라운호퍼 게젤샤프트
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 Cidetec 기술연구소(Fundacion Cidetec) 및
국립화학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hemistry, Slovenia)

협회
산업체

에너지저장협회(EASE), 에너지재료산업연구협회(EMIRI), RECHARGE 협회
Absiskey

그림 8. Battery 2030+ 내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그룹(출처: Manifesto Battery 2030+ 자료(201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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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배터리는 향후 전기자동차, 재생 에너지 저장 및 다양한 응용 분야(로봇 공학,
의료기기, 항공 우주 등)에 사용 목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전망
유럽은

BATTERY 2030+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이 선점한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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